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5/20/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행정부에 그의 대담한 어젠다를 시행할 팀을 

추가하면서 7명의 선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분들 각각은 공공 봉사에 헌신해 왔으며 우리 행정부가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기회를 계속 확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다년간의 경험은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계속 전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본인은 그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Jamie Rubin은 가정지역사회갱신부 커미셔너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Rubin씨는 

뉴욕주의 Sandy, Irene 및 Lee 폭풍 복구를 감독하도록 Cuomo 지사가 2013년 8월에 

개설한 주지사 폭풍복구실의 실장입니다. 폭풍복구실은 뉴욕주의 44억 달러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배정을 관리하고 전주 폭풍 관련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자금을 

교부하는 주의 12억 달러 위험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을 공동 관리합니다. 그전에 

Jamie는 HUD 장관 Shaun Donovan의 선임 고문 및 대통령 산하 태풍 Sandy 복구 및 

재건 태스크포스 담당 뉴욕주 책임자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Brookings Institution 

Metropolitan Policy Program의 비전속 선임 펠로우로서 Buffalo 및 Detroit를 포함한 

도시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Rubin씨는 투자 

뱅커 및 사모 투자자로서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Yale Law School을 1993년에 

졸업하였고 가족과 함께 뉴욕시에서 삽니다. 

 

Byron W. Brown은 뉴욕주립대학교 이사회 이사로 봉직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Buffalo시장인데, 2012년에 압도적 승리 후 세 번째 임기에 재선되었습니다. Brown 

시장은 취임 이래 Buffalo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르네상스의 주역이었습니다. 즉 50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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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새로운 경제 개발 활동이 진행 중이며 12,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직에서 그의 광범위한 경력은 많은 역사적 성취로 점철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Buffalo 시장 및 뉴욕시 바깥에서 주 상원에 

선출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현재 주지사의 New York Works 

태스크포스, 임금위원회 및 주지사의 서부뉴욕지역 경제개발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am Roberts는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실의 실장으로 봉직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Roberts씨는 현재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2010년에 처음 당선되었으며 

지역구는 Syracuse시 일부와 DeWitt, Onondaga 및 Salina 타운입니다. 그는 산학협조 

태스크포스 팀장이고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히스패닉 및 아시아인 의회 코커스의 

멤버입니다. 하원의원이 되기 전에 그는 총무실에서 뉴욕주 Syracuse 소재 Senator 

Hughes 주 오피스 빌딩 감독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전에 그는 Onondaga 카운티 의회 

의원이었으며 또한 General Motors에서 장인 툴 및 다이 메이커로서 일하였습니다. 그는 

United Auto Workers Union 회원이며 UAW 지역 연맹 #465의 서기로 선출되었고 지역 

연맹 #854의 교육 위원회 및 민권 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Roberts씨는 Empire State 

College에서 이학사, Onondag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개의 준학사 및 Cornell 

University에서 노동학 이수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명은 상원 비준을 요구합니다; 

비준되면 Roberts씨는 그의 새 역할을 맡기 위해 하원을 나올 것입니다.  

 

Steve Cohen은 뉴욕뉴저지항만청 커미셔너로 지명되었습니다. Cohen씨는 공직 및 

민간 법률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과거 Cuomo 지사 비서로 그리고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있을 때는 주지사의 법률고문 및 참모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전에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검사보로 봉직할 때는 범죄 조직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Cohen씨는 MacAndrews & Forbes Incorporated의 최고행정책임자 겸 법률고문입니다. 

Cohen씨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에서 J.D.를 그리고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Otis Cruse는 주 가석방위원회에서 봉직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Cruse씨는 형사 사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실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고, 최근에는 교정커뮤니티감독부 특수범죄인과의 가석방 담당관으로서 등록된 

성범죄자와 정신건강 사건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는 뉴욕시립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석사 및 영어 학사 학위를 받았고, PEF/주지사 직원관계실 2014-15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Peter Harckham은 가정지역사회갱신실의 지역사회갱신실 실장보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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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ckham씨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Westchester 카운티 

의원단에서 8년간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임기에서 다수당 리더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주택, 기획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들에서도 봉직하였습니다. 그전에 

Harckham씨는 미디어 및 미디어 기획에서 일하였고, 어떤 비영리 저렴주택 단체의 

총재로 봉직하였습니다.  

 

Mark Weprin은 의회 업무 담당 부서기로 임명될 것입니다. Weprin씨는 가장 최근에 

뉴욕시 의회에서 봉직하였는데 Queens 의회 대표단 단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는 뉴욕주 하원의원으로서 15년간 봉직하면서 그의 Queens 지역구 120,000 주민들을 

대표하였고 많은 위원회에서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Brooklyn Law School에서 J.D.를 

그리고 SUNY의 University at Albany에서 B.A.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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