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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행정부 인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위해 싸우는 것에서 튼실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새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재능있는 이들 공무원을 환영합니다. 지난 8 년간
이루어낸 특출난 성과를 기반으로 함께 노력하여 모두를 위해 보다 튼튼하고 공평하며
번영하는 뉴욕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Lindsey Boylan 씨는 경제개발부 차관 및 주지사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Lindsey 씨는 이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상무
겸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사에 합류하기 전, Lindsey 씨는 RBC Capital Markets 의
도시 재정부에서 수년간 재직하며 부회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호 연결된
3 개 뉴욕시 사업 개발 지구, 미드타운을 상징하는 브라이언트 공원(Bryant Park)
복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운영 및 비즈니스 개발을 지휘하는
임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Lindsey 씨는 테네시 주 멤피스에 위치한
4,500 에이커 규모 공원의 마스터 플랜 및 관리 프로세스에 주력하는 유명한 도시
계획자인 Alexander Garvin 을 위해 일했습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Columbia
Business School)을 졸업하였으며, 웰즐리 대학교(Wellesley College)에서 정치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Michael Schmidt 씨는 주지사 선임 경제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chmidt 씨는 최근
경제 개발 담당 차관을 역임하였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ivision of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를
비롯한 12 개 주정부 기관과 당국의 정책 및 운영을 감독하였습니다. 이전에 Schmidt
씨는 2016 년 대선 당시 Hillary Clinton 후보의 경제 정책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Clinton

장관의 금융 규제, 무역, 인프라, 주택, 중소기업 및 경제 발전 어젠다 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국내
재정부(Office of Domestic Finance)와 예일 투자청(Yale Investments Office)의 선임
재무 분석가로 근무하였습니다. 예일 대학교(Yale)에서 법학 박사 학위와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Zackary Knaub 씨는 주지사 수석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Knaub 씨는 최근에
주지사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Knaub 씨는 로어 허드슨 리버 밸리를 위한 법무부의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지방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정부 관료로 임명되기 전에는 상업 소송 및 환경 소송 전문 법률
사무소인 Shlansky Law Group 의 파트너 변호사였으며, 뉴욕시 Beveridge & Diamond,
P.C. 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미국 제 2 연방 순회 상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의 기소 및 명령 신청 담당 서기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카도조 법학대학원(Cardozo Law School)을 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우등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Carolyn Pokorny 씨는 공직자 청렴을 위한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윤리, 위험 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최고 특별수석 법률고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에는 Loretta E. Lynch 미국 법무장관 부차관보 및 수석 법률고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범죄국 차장 검사직을 포함하여 요직을 두루 거치며
브루클린 소재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에서 15 년 가까이 근무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공로상 (U.S. Attorney General’s Award for Distinguished Service)을 받았으며
연방 법 집행 재단 (Federal Law Enforcement Foundation)에서 올해의 연방 검사상
(Federal Prosecutor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습니다. Pokorny 씨는 브롱크스 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로 경력을 시작한 후 롱아일랜드의 Arthur D. Spatt 연방법원 판사
밑에서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대학교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브루클린 법학 대학원 (Brooklyn Law School)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Camille Joseph Varlack 씨는 뉴욕주 운영담당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7 년,
Varlack 씨는 뉴욕주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 겸 특별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계속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Varlack 씨는 행정부의 윤리,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담당
부국장을 역임하였으며, 뉴욕주 대법원 수석 법률 서기로 근무하였습니다. 아울러, AXA
Financial, Inc.의 부사장 겸 법률 고문, 킹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의 지방 검사 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Varlack 씨는 버펄로 소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브루클린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Giancarlo Pellegrini 씨는 주지사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근 Pellegrini 씨는
워싱턴 D.C.의 Sidley Austin LLP 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주지사 법률
고문실에서 뉴욕주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Pellegrini 씨는 하버드
법학대학원(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리하이 대학교(Lehigh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ndrew Chan Wolinsky 씨는 공직자 청렴을 위한 특별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Sullivan & Cromwell LLP 및 Davis Polk & Wardwell LLP 소송 부서의
변호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화이트 칼라 형사 변호인, 규제 집행
소송 절차 및 내부 조사를 전문으로 하였습니다. 미국 제 3 연방 순회 상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의 Jane R. Roth 판사와 뉴욕 남부
지방법원장인 Loretta A. Preska 의 서기로 근무하였습니다. Wolinsky 씨는 포드햄
대학교 법학대학원(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Abigail Belknap Seidner 씨는 행정부의 공직자 청렴을 위한 특별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 Seidner 씨는 Cooley LLP 에서 법조계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개인 소송 변호인으로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뢰인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였습니다. 이전에 Seidner 씨는 뉴욕 남부 및 동부 지방 검찰청과 뉴욕
시민 자유 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에서 법률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Seidner 씨는 포모나 대학교(Pomona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Michael Donegan 씨는 장애인 보호 사법 센터(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의 법률 자문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Donegan 씨는
2013 년 8 월부터 사법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며, 징계 중재에 있어 주정부 감독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를 관리하는 직원 징계 부서의 수석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법
센터에 합류하기 전에, Donegan 씨는 주정부 교정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의 법률 자문 위원으로 16 년간 근무하였습니다. Donegan 씨는 SUNY 올버니
대학교와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 School of Law)를 졸업하였습니다.
Mark Noordsy 씨는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의 법률 자문 위원 겸
부커미셔너로 임명되었습니다. Noordsy 씨는 최근 OMH 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메디케이드 감사실장실(Office of the Medicaid Inspector General)에서 28 년간 개인
변호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Noordsy 씨는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St. Lawrence
University)에서 우등으로 학사학위를,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우등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aren Mintzer 씨는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법률 자문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Mintzer 씨는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공원 관리부에 합류하여 지역 2(뉴욕시)의 법률 자문 위원인 지방
변호사로 일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 변호사로 일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Kramer
Levin Naftalis & Frankel 에서 특별 고문으로 재직하였습니다. Mintzer 씨는 라파예트
대학교(Lafayette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Sumit Sud 씨는 윤리, 위험 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최고 특별수석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 법률고문을 맡게 되는 Sud 씨는 공직자 청렴 특별 고문과 뉴욕주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와 협력하여, 기관 및 당국의 윤리,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뉴욕주 전체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Sud 씨는 이전에 뉴욕주 보험 기금(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국장 및 뉴욕주 노동부(New York 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나, 해당 특별 고문직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률고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Sud 씨는 뉴욕시 법무부에서
수석 법률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이곳에서 약 10 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이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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