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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메트로폴리탄 교통 지속 가능성 자문단(METROPOLITAN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ADVISORY WORKGROUP) 임명 발표
Kathryn S. Wylde와 Rhonda Herman는 새 패널에서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자금을 댈

방법을 권장하며 주지사의 피지정인으로서 역할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Kathryn S. Wylde와 Rhonda Herman을
메트로폴리탄 교통 지속 가능성 자문단(Metropolitan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Advisory Group)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2018-19년 뉴욕주 예산(New York State
Budget)으로 설립된 자문단이며 뉴욕시 지역의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전략에 관하여
권장사항을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합니다.
Kathryn S. Wylde
Kathryn Wylde는 뉴욕시에서 기업 조직을 선도하는 비영리기관 파트너십 포 뉴욕
시티(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2001년
파트너십(Partnership) 사장직을 맡기 전에 Wylde는 파트너십(Partnership)의 주택 및
투자 기금 계열사 둘 다를 설립한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Wylde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를 비롯하여
공립 학교를 위한 기금(Fund for Public Schools),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
교육 기회 스폰서(Sponsors for Educational Opportunity), 주지사의 뉴욕시
지역경제개발협의체(NYC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주지사의 픽스
뉴욕시(Fix NYC) 패널 등 여러 위원회와 자문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Partnership)에서 일하기 전 Wylde는 전 앵커 세이빙스 뱅크(Anchor Savings
Bank)와 브루클린 선셋 파크(Sunset Park) 루터란 메디컬 센터(Lutheran Medical
Center)에서 선임직으로 일했습니다. Wylde는 68년도에 세인트 올라프 칼리지(St. Olaf
College)를 졸업했으며 뉴욕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Rhonda Herman
Herman은 2008년부터 메트로-노스 철도 통근자 위원회(Metro-North Railroad
Commuter Council)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erman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1982-현재)에서 일했으며 정보
체계(Information Systems), 영세 자영업(Small Business Self Employed), 임금 및
투자부(Wage & Investment Divisions)에서 다양한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Herman은
12년간 걸스카우트 지휘자(Girl Scout Troop Leader)였으며 화이트 플레인스 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연합(White Plains High School Parent-Teacher Association)의 공동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생 학부모 교사 연합 장학금 인정 프로그램(Senior PTA
Scholarship Recognition Program)의 공동 의장입니다.
Herman은 시립 대학교의 버나드 바루크 칼리지(Bernard Baruch College)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gree)를 받았습니다.
Herman은 화이트 플레인스에 살며 화이트 플레인스의 할렘 라인(Harlem Line)으로
통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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