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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에 합류한 8명의 임명자를 발표하였으며,
그의 제2기 행정부 팀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가운데 이번 인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우리 행정부에 불러일으켜 지난 4년간 일궈낸 발전을 토대로
뉴욕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함께 우리 뉴욕주를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
Matthew Driscoll씨는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Driscoll씨는 전에 뉴욕주
환경시설공단의 사장 겸 CEO로 활동하면서 뉴욕주 청정수 인프라에 기록적인 투자를
이끌어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한 분입니다. 또한 뉴욕 폭풍복구전담반 공동
의장, 지역경제개발위원회 발전을 돕는 전략이행평가팀의 일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뉴욕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리스트럭처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재건위원회의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Cuomo 주지사 행정부에서 많은 내각
자리를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기 전에는 Syracuse 시장으로 두 번이나 선출된
바 있습니다. 시장으로 활동할 당시 펼쳤던 Driscoll씨의 에너지 보존, 지속가능성 사업 및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실천 계획은 Syracuse를 미국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SyraStat이라고 하는 시정부의 성과 기반 책임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 납세자들의 세금을 수 백만 달러나 절약하였습니다. Driscoll씨의 지명은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합니다.
Ron Thaniel씨는 교통부 차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Thaniel씨는 연방, 주, 지방 및 국제
단계에서 교통 인프라 재건 및 현대화에 필요한 투자로 거의 20년에 걸친 교통 관련
활동을 펼치신 분입니다. 그는 교통 컨설팅 회사인 Thaniel Government Relations LLC의
설립자겸 프린시플(Principal)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NACTO(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의 뉴욕 실무국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그는 고속도로와 환승 프로그램의 연방 재인증에 대해 시교통 커미셔너에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Thaniel씨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다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시장회의(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의 실무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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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했습니다. 당시 그는 교통 정책을 주도했고 의회와 연방기관 그리고 국제조직 및
외국정부에서 시장들을 대표하였습니다. Thaniel씨는 또한 Northeast United States for
Amtrak의 공무(Government Affairs) 실장을 역임했으며, 전 미니애폴리스 시장 Sharon
Sayles Belton의 교통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Governing Magazine에서 “미
교통의 미래를 움직이는 자”로 기사를 장식하기도 했던 Thaniel씨는 다수의 미국
교통기관의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교통정책에 관한 워싱턴 D.C. 교통 싱크
탱크 에노센터 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Thaniel씨는 Morgan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Hamline University에서 공공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aren Rae씨는 Empire State Development의 혁신 프로젝트 전달 수석자문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Rae씨는 35년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미국에서 유명한 교통전문가로,
2011년부터 Cuomo 주지사의 교통부 차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Rae씨는 교통
포트폴리오 내에서 뉴욕 교통부, 뉴욕주 State Thruway/Canals 공단, MTA,
차량부(DMV), NY/NJ 항만청 및 뉴욕주 교량청을 포함한 예산, 정책 및 주지사 사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Rae씨는 뉴욕주의 최초 설계/시공 법안 통과 시
Cuomo 주지사를 대표하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프로젝트의 환경 검토와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기관 활동을 조정하였습니다. Cuomo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Obama 행정부에서 연방 철도청의 부청장을 역임하면서 연방 고속철도 사업을
관리하였고, 미국 화물 및 여객 철도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뉴욕주 교통부에서 정책 및 계획 부장관으로 활동했으며, 그 이전에는 Virginia 철도 및
대중교통부 국장으로 민관 파트너십 합의를 성공적으로 협의하는 일을 주도하고 Dulles
Rail Project를 진척시키기 위한 승인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Rae씨는 2010년에 올해의
WTS 세계 여성으로 이름이 오른 바 있습니다. 그녀는 East Stroudsburg State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Lola W. Brabham씨는 공무원조직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의 차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Administration의 차관과 뉴욕주 노동부의 수석 책임자 겸
재무책임자로 활동했고, 그 이전에는 뉴욕주 예산분과의 수석 예산부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Brabham씨는 David Paterson 주지사 시절 EC(Executive Chamber)에서 보건,
Medicaid 및 감독 차관과 복지사업 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주하원
조세무역위원회의 입법 예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하원의원인 N.
Nick Perry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Brabham씨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형사행정학과 사회학으로 이중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 and Policy에서 공공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Christopher J. Schoepflin씨는 Western New York 지역국장, 특별사업국장 & USA
Niagara 사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Schoepflin씨는 2005년부터 Corporation의 사장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역국장과 특별사업국장으로 또 다른 역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Corporation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그 이전에는 10년 동안
Buffalo Sabres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중 5년은 고위경영팀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Schoepflin씨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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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sa Hochheiser씨는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윤리, 위험 및 준수의 사장 겸
CEO의 특별 카운슬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지명으로 그녀는 ESD의 준법국장 및
수석윤리카운슬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Hochheiser씨는 뉴욕주
감사관실에서 조사보고국장 및 특별카운슬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뉴욕주
사무실의 범죄행위 및 학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뉴욕주대법원 판사인 Richard Lee Price의 주서기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Hochheiser &
Hochheiser, LLP의 어소시에이트로 활동했습니다. Hochheiser씨는 Barnard College와
Columbia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Benjamin N. Cardozo 법학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Barbara Comninos Kruzansky씨는 OCFS(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윤리, 위험 및 준법 커미셔너의 특별카운슬로 지명되었습니다. Kruzansky씨는 최근까지
Albany 법과대학의 정부법센터(Government Law Center)에서 상주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법과대학의 법률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의 중점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이전에는 뉴욕주 항소법원의 수석 법정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Kruzansky씨는 Cornell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Albany Law School of
Union University에서 최우등 성적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Adam W. Silverman씨는 교정 및 커뮤니티 감독부의 윤리, 위험 및 준법 커미셔너의
특별카운슬로 지명되었습니다. Silverman씨는 이전에 복잡한 민사소송, 규제법 및
행정법, 정부 조사 및 소송, 미디어 및 수정제1조법을 중심으로 Greenberg Traurig
LLP에서 어소시에이트로 활동하였습니다. Greenberg Traurig LLP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뉴욕주 검찰총장실에서 소송국 법무부보좌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Silverman씨는
주기관과 직원을 대표하였으며, 여섯 건의 다른 연방소송에서 주공무원들의 검찰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여가시간에는 뉴욕 Albanydptj The Legal Project의 자원봉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2014년에 가정폭력 희생자를 위한 활동으로
Stanley A. Rosen Memorial 상을 받았습니다. Silverman씨는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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