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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에 6명을 선임함으로써 주지사의 대담한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그의 제2기 팀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뉴요커들을 위한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행정부에 새
인재와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우수 인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들을 우리 팀에 모셔서
자랑스럽습니다.”
Tom Topousis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및 스피치라이팅 디렉터 특별 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는 Queens Courier 및 그 자매지의 편집 총책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New York Post에서 17년 이상 근무하면서 시 및 주
정부, 교통과 세계무역센터 재건을 취재하였으며, 그후 2010년에 정치부 편집자가 되어
201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보도를 감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뉴저지주의 Bergen
Record와 뉴욕주의 Poughkeepsie Journal, Oneonta Star 및 Times-Herald Record of
Middletown 등 여러 신문사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Topousis씨는 New Paltz의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Aimee Vargas는 Hudson Valley, NYC 및 Long Island를 담당하는 다운스테이트 정부간
업무 담당 디렉터로 선임되었습니다. Vargas씨는 이전에 Cuomo 지사의 Hudson Valley
지역 업무를 감독하였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Mid-Hudson 지역 디렉터 및 MidHudson 지역경제개발협의회의 집행 이사로 봉직하였습니다. Vargas씨는 또한 주지사의
Tappan Zee Community Outreach 팀에서도 봉사하는데 그녀의 새 역할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부법률고문이었고, 그 전에는
Rockland 카운티 Clarkstown 타운의 재정 담당 디렉터였습니다. Vargas씨는 Ro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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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재단의 자문단 멤버이며 Rockland 경제개발공사에 의해 “40 Under 40” 상
수상자로 표창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Dutchess 카운티 의용소방협회의 히스패닉
헤리티지 상도 받았습니다. Vargas씨는 Syracuse 대학교 S. I. Newhouse 홍보대학원 및
Benjamin N. Cardozo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Julissa Gutierrez는 선거구 업무 담당 부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Gutierrez씨는
이전에 전국라티노선출임명관리협회(NALEO) 교육기금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가장 최근에는 전국프로그램커뮤니티관계 디렉터 및 시민참여의 북동지역
담당 디렉터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녀는 뉴욕시 청소년지역사회개발과장
특별보좌관이었으며 Anti-Defamation League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등학생때부터 그곳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양한 직위를 보유하였습니다.
Gutierrez씨는 New Immigrants Community Empowerment의 이사회 의장이고 Queens
공립도서관 이사입니다. Gutierrez씨는 Delaware 대학교 학사이고 Chicago 대학교
석사입니다.
Rosemary Powers는 교통부 최고운영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매사추세츠주 Deval Patrick 지사의 정부업무 담당 시니어 디렉터 겸 부비서실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에서 참모장 겸 정부업무 담당
디렉터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사추세츠주 보존휴양부 정부업무 담당 디렉터
및 매사추세츠주 Jack Hart 상원의원의 참모장 겸 정책입법 담당 디렉터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녀는 Martin J. Walsh 시장 인수위원회 정부간업무팀의
공동의장이었습니다. Powers씨는 Harvard 대학교 John F. Kennedy 행정대학원
석사이고 Suffolk 대학교 학사입니다.
Tanuja Mohapatra는 금융서비스부의 입법 업무 담당 디렉터로 선임되었습니다.
Mohapatra씨는 이전에 뉴욕주 하원의원 N. Nick Perry의 비서실장 겸 카운슬러로
봉직하면서 금융 위기시 비싼 은행 수수료 납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의 통과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권리 옹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금융 부문에서 포춘
500대 기업을 대표하는 E-발견 및 소송 관리 영역의 민간 부문에서 일하였으며 제약
소송에 참여한 노스캐롤라이나주 Durham의 Womble Carlyle Sandridge & Rice의
변호사였습니다. Mohapatra씨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제10 사법지구 소속이며, Catholic
University의 Columbus 로스쿨 법학박사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정치학
학사입니다.
Catherine Youssef Kassenoff는 에너지 금융 고문단의 윤리 리스크 준법 담당
특별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Boehringer Ingel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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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s에서 미국 소송 정부 조사과 과장 겸 고문으로 봉직하면서 모든 미국
소송 및 정부 조사를 감독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Edison Learning, Inc.에서 전사
준법 소송 담당 디렉터로 봉직하였으며 뉴욕주 동부지구의 연방 검사보였습니다.
Kassenoff씨는 뉴욕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이고 Dartmouth College의 학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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