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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정부 추천자 및 임명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상원의 승인을 거친 새로운 행정부 추천자 및
임명자를 발표했습니다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국의 정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정부가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행정부로 새로 합류하는 인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가치를 헤야릴 수 없는 지식과
전문성을 가져올 것이며, 뉴욕주 주민을 위한 대담하고 발전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우리의 기록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Steven M. Cohen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도시 개발
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원장 직을 맡을
것이며 동시에 재무 관리 위원회(Financial Control Board)의 일원이 됩니다. Cohen씨는
맥앤드루스 앤 포브스 인코포레이티드(MacAndrews & Forbes Incorporated)의 법률
고문이자 최고 관리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Cohen씨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Cuomo 주지사의 검찰총장 시절 뉴욕 검찰총장실의
고문 겸 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Cohen씨는 복잡한 상업, 범죄 및
규제 문제에 있어서 광범위한 기업 및 개인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 뉴욕 남부 지구(Attorney's Office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폭력 갱단팀(Violent Gangs Unit)의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Cohen씨는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 이사회(New York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자문 위원회(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Board of Advisors), 미국 로이미 은행 이사회(Bank Leumi
USA Board of Directors), 홀 어스 브랜드 이사회(Whole Earth Brands Board of
Directors)의 회원입니다. 그는 현재 게이트웨이 개발 공사(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의 뉴욕 관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Y & NJ)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Howard Zemsky는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도시 개발 공사의 명예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업스테이트 경제 개발이라는 중요한 일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Zemsky씨는 과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C)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커미셔너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4년간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의장을 맡아 주지사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에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Zemsky는 미시간 주립 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Lola Brabham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중앙인사위원회(New York State Civil Service Commission)의 커미셔너 겸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뉴욕주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의 커미셔너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2019년 Cuomo 주지사는 Brabham씨를 중앙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회원으로 임명했으며, 위원회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Brabham
씨는 이전에 공무원 서비스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대행 커미셔너와 행정
부커미셔너로 근무했습니다. Brabham 씨는 이전에 행정부의 부커미셔너와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수석 재무책임자로 활동했고, 그 이전에는 뉴욕주
예산분과(Division of the Budget)의 수석 예산부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Brabham씨는 David Paterson 주지사 시절 운영실(Executive Chamber)에서 보건,
메디케이드(Medicaid) 및 감독 차관과 복지사업 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경력을 시작한 초기에 하원 정책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Ways and Means)의
입법 예산 분석가로 일했으며, N. Nick Perry 하원의원의 선임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Brabham씨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형사행정학과 사회학으로 이중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록필러 공공정책 대학(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 and Policy)에서
공공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Merryl Tisch 박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이사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019년 Cuomo 주지사는 Tisch 박사를 이사회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과거 그는
2018년 3월부터 SUNY 이사회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전 Tisch 박사는 20년 동안 교육
위원회(Board of Regents)의 위원이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뉴욕주 리젠트 이사회의 명예 총장으로서, Tisch 박사는 뉴욕주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공립 및 사립 교육 감독을 맡았습니다. 박사의 정책은
뉴욕시의 라마즈 스쿨(Ramaz School)과 비나이 여수룬 스쿨(B'nai Jeshurun
School)에서 1학년 담당 교사로 일한 경력을 비롯하여 교육, 지역 사회 서비스, 자선 분야
등의 영역에서 쌓은 수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박사는 버나드
칼리지(Barnard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티처스 칼리지(Teacher's
College)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Camille Varlack은 SUNY 이사회의 관리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Varlack씨는 현재
피어스 베인브리지 벡 프라이스 앤 헥트 유한회사(Pierce Bainbridge Beck Price & Hecht

LLP)의 최고 운영 책임자 겸 부 법무 자문위원입니다. 이전에 그는 Cuomo 주지사의
주정부 운영 부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 그는 뉴욕주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 겸
특별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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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Haddon은 SUNY 이사회 관리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Haddon씨는 현재
라미레즈 자산 관리(Ramirez Asset Management, RAM)의 전략 마케팅 전무
이사입니다. 그는 2015년 1월에 RAM에 입사하여 자산 관리 및 투자 뱅킹 사업부에서
36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RAM에서 그는 연금 기금,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RAM의 고정 소득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AM에 입사하기
전, Haddon씨는 PFM 자산 관리(PFM Asset Management)에서 5년간 근무했으며,
그곳에서 내셔널 어카운트(National Account)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무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PFM 자산 관리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시티그룹(Citigroup)에서 다양한
자금조달 및 투자 뱅킹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웨슬리안 대학교(Wesleyan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경영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Marcos A. Crespo는 SUNY 이사회 관리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Crespo씨는
사운드뷰, 클라슨 포인트, 롱우드, 사우스 브롱크스의 헌츠 포인트 부근을 포함하는
제85번 지역구에서 2009년 처음 선출되었을 때 뉴욕주 하원의 최연소 하원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임 시, Crespo 하원의원은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위원회(Committee
on Alcoholism and Drug Abuse), 도시 위원회(Committee on Cities), 에너지
위원회(Committee on Energy), 환경보존위원회(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보험 위원회(Committee on Insurance), 조세 위원회(Committee on
Transportation) 등 다수의 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흑인, 푸에르토 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입법 코커스(Black, Puerto Rican, Hispanic & Asian Legislative
Caucus)의 회원, 푸에리토 리칸/히스패닉 태스크포스(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 위원장, 민주 연구 및 재선임 입법 태스크 포스(Legislative Task Force on
Demographic Research and Reapportionment) 공동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Crespo씨는
존 제이 칼라지(John Jay College)의 형사 사법 대학을 졸업했으며 결혼하여 슬하에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William Thompson 주니어는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재무 관리
위원회(Financial Control Board)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Thompson씨는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의 재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 현지 지방자치단체
유관자들의 수요에 대한 독창적인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Thompson씨는
뉴욕시 연금 기금(New York City Pension Funds) 다섯 곳의 관리 및 투자 고문으로
근무했으며, 재임 당시 100억 달러 이상의 통합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습니다.

Thompson씨는 해당 업무를 맡아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Thompson씨는 재임 기간 동안 금융 서비스 업계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뉴욕 증권 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운영을 개혁하고, 뉴욕시의 혁신적인
은행 개발 지구(Banking Development District)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감사관으로 일하기 전 브루클린 자치구 부대표, 뉴욕시 교육위원회(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회원 및 5선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Thompson씨는 또한 1990년대 중반
공공 재무 부문(Public Finance)의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Thompson씨는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를 졸업했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재무 관리
위원회(Financial Control Board)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Rosado 장관은 뉴욕의
주무장관으로 근무했던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활용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6년 2월 3일 Rosado 장관을 임명했고, 그는 2016년 6월 15일 뉴욕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통해 주무부는 주정부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Rosado 장관은 18년 동안 엘 다아리오 라 프렌자(El Diario
La Prensa)에서 출판자 및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며 연간 2,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감독했던 성공적인 경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Rosado 장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이사회에서
봉사했습니다. Rosado 장관은 Cuomo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존 제이 칼리지 형사
사법대학에서 선임 강사로 근무했으며, 2012년부터 칼리지 재단 이사회(Foundation
Board of Trustees)의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뉴욕 주민인
Rosado 장관은 페이스 대학교(Pace University)에서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elly Cummings는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의 회원이 되었으며, 의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Cummings씨는 현재 뉴욕주 운영 및 인프라(New York State Operations
and Infrastructure)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Cuomo 주지사의 수석
자문위원 및 차석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그녀는
상원 여당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재직 당시 그는 상원 여당
콘퍼런스(Senate Majority Conference)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언론을 총괄 관리했으며
상원 여당 대표의 수석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Cummings 씨는 주 의회에서 20년
이상 상원 및 하원 모두에서 다수의 홍보 및 정책 업무를 맡았습니다. Cummings씨는
과거 상원 야당의 정책 개발 책임자로 일했으며, 이때 상원의원 및 직원들이 신규
입법안을 개발, 초안 작성, 홍보하는 일을 지원했습니다. 이전에 Cummings씨는 Charles
Fuschillo 상원의원의 수석비서관을 맡아 운영을 관리하고 법안을 개발하며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했습니다. Cummings씨는 또한 2002-2005년 하원 야당의 공공
정책 책임자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St.
Lawrence University)에서 인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올림픽 지역 개발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뉴욕주 상원에서 제45 상원 지역구를 대변하는 9선

의원입니다. 그의 지역구에는 클린턴, 에섹스, 프랭클린, 워런, 세인트로 로렌스 일부,
워싱턴 카운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 년 11월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처음 선출되기
전, Little 상원의원은 뉴욕주 하원에서 7년 간 근무했습니다. 과거 교사였던 Little
상원의원은 상원 교육 위원회(Education Committee)에서 야당 최선임 위원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다음의 위원회 소속입니다. 문화 관광
공원 레크리에이션(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환경보존(Environmental Conservation), 금융(Finance), 보건(Health), 주택 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Housing, Constru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뉴욕시 교육(New
York City Education), 규정(Rules). 글렌스 폴스에서 태어난 Little 상원의원은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St. Mary's Academy)와 세인트 로즈 칼리지(College of Saint Rose)를
졸업했으며 초등 교육 학위를 받았습니다. 과거 교사, 부동산업자로 근무했던 그는
퀸즈버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ittle 상원의원은 Elizabeth, David, Robert, Thomas,
Carolyn, Luke 등 여섯 자녀와 손자 열여덟 명를 두었습니다.
Michel A. Natali 준장은 뉴욕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의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는 뉴욕주 방위군의 53번째 부대 사령관
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Natali 소장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42 보병 사단(42nd
Infantry Division)의 부정보관으로 이라크에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노위치
대학교(Norwich University)를 졸업하고 해양 대학교(Marist College)에서 공공 행정 석사,
미군 전쟁 대학(U.S. Army War College)에서 전략 연구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뉴욕주 청구 재판소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청구 재판소(New
York State Court of Claims)에 임명되었습니다.
•
•
•
•

Veronica G. Hummel
Charles M. Troia 판사
Adrian N. Armstrong 판사
Adam W. Silverman

올림픽 지역 개발청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에 임명되었습니다.
•
•
•

Diane Munro
Elinor Tatum
Thomas Keegan

뉴욕주 소수자 보건 위원회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소수자 보건
위원회(New York State Minority Health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
•
•
•
•
•
•

Ngozi Moses
Guillermo Chacon
LaRay Brown
Tandra LaGrone
Mecca (Santana) Mitchell
Luis Freddy Molano 박사
Diann Holt 목사
Helen Arteaga Landaverde

뉴욕주 행동 보건 서비스 자문 위원회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행동 보건 서비스
자문 위원회(New York Stat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dvisory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
•
•
•
•
•
•
•
•
•
•
•

Glenn Liebman
Chacku Mathai
Michael Orth
Carlee Hulsizer
Brianna Gower
Debra Pantin
Ian Shaffer
Yiu Ng
David Woodlock
Kerry Whelan-Megley
Patrick Seche
Constance Wille
Hilda Rosario Escher

뉴욕주 교량청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교량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에 임명되었습니다.
•
•
•
•
•
•
•

Lou Lanza
Michael O'Brien
IIan Gibert
Joan McDonald
Alexander Berardi
Maria Bruni
Colin Jarvis

나이아가라 프런티어 교통청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나이아가라 프런티어
교통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에 임명되었습니다.
•
•
•

Jennifer Persico
Mark Blue 목사
Stephen Tucker

오그덴스버그 교량 및 항만청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오그덴스버그 교량 및
항만청(Ogdensburg Bridge and Port Authority)에 임명되었습니다.
•
•
•
•
•

Toni Kennedy
Jennifer Quirk-Pickman
Nicole Terminelli
Megan Whitton
Vernon "Sam" Burns

스튜어트 공항 위원회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스튜어트 공항 위원회(Stewart
Airport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Roger Hig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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