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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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 이 시점에,
저는 뉴욕의 굳건한 회복을 위해 풍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뉴욕주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Dani Lever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의 헌신과 전문 지식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이 그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깊이
그리워할 것이며, 팀 Cuomo의 모두는 그의 새로운 삶에 최고의 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Peter Ajemian은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과거 2018년 11월부터
커뮤니케이션 부국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그 전에는 운송 부문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또한 워싱턴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미네소타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계획한 네 가지 성공적인 뉴욕 주민 투표
운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 전략을 자신이 조정했던 컨설팅 회사인 맨해튼
스트레티지스(Marathon Strategies)에서 선임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성공을 거두었던
주정부 법무장관 캠페인의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와 뉴 스쿨(The Ne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Peter는 2014년 차석 홍보 비서관으로 주지사 행정부에 합류한 Dani Lever의
후임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 언론 비서관으로 재직했습니다.
Lever 씨는 페이스북(Facebook)의 전략 대응 커뮤니케이션 팀에 합류했습니다.
Stephen B. Silverman은 선임 커뮤니케이션 자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소속이 없는
독립 컨설턴트로서 Steve는 가장 최근에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에 Clinton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기록을 전달하고 성공적인 동문 참여 플랫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피아 재단(Afya Foundation)과 협력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인 외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그는 Bloomberg 2020의 정치(Political) 팀에서 전략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이때 캠페인의 전국 공동 의장 정책 참여와 공공 옹호 최적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 Silverman 씨는 부사장 및 변화 관리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전에는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부사장 겸 최고 정보 책임자(CIO)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Silverman 씨는 1993년부터 1998년부터 까지
시티그룹(Citigroup) 고객 사업 부문의 전 세계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었으며, Clinton
대통령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대통령 차관보 및 차석 보좌관을 맡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내각과 하위 조직의 공공 참여를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행정부의 재난 대응 노력을 지휘하고
공공 행사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가 참여한 행사에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Atlanta Olympic Games), 대통령 주최 미국의 미래 정상회담(President's Summit
for America's Future), 대통령 장례식에 미국 공식 대표로 참석, 미시시피 강(Mississippi
River) 범람 대응 관련 대통령 및 중서부 주지사 홍수 정상회담 등이 있습니다. Silverman
씨는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Marquita Sanders는 일정관리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경력의 대부분을
Obama-Biden 행정부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보건 프로그램 수석 자문 및 정부간관리청(Office of
Intergovernmental Affairs)에서 외교 부국장을 맡아 저렴한 치료법(Affordable Care
Act)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Cory Booker 상원 의원의 대선 캠페인에서 전국 일정 관리
디렉터로 근무한 후,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Sanders는 전국적인 선거 전문가로 수십
년 동안 활동했으며, 2013년 취임 위원회(Inaugural Committee), 2012년 민주당
전당대회(Democratic Convention)에 관여했습니다. Sanders는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범죄학 및 사법정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Richard Becker 의학박사는 보건 및 인적 서비스(Health and Human Services)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과거 Becker 박사는 토니코프 파트너스(ToneyKorf Partner)의
수석 전무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 회사는 복잡하고 문제가 된 의료 상황에 중점을 둔
전략 자문 및 임시 관리 회사입니다.. 토니코프 파트너스에 입사하기 전, Richard는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병상 464개 규모의 사회안전망 병원인 브루클린 병원 센터(Brooklyn
Hospital Center)의 임상,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사장 겸
최고경영자로서 임상 및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의료 센터의 헌신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지역에서의 명성을 쌓았고, 의사 및 지역사회 기반 기관을 포함하는 강력한
의료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Richard는 과거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
병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의 최고경영자 및 의료 국장을 역임했으며,
이곳에서 포괄적인 임상 및 재정 관리를 지휘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료
센터에서 재직하는 동안 Richard는 환자 치료,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가진 마취학 및 중환자 치료 의학 부교수였습니다. 최근까지 그의 경험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의료 조직에 전략적 자문 및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파트너십
구조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Richard는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인문과학 학사, 버지니아 대학교 의학 박사(MD),
조지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Jennifer Rentas는 보건 및 인적 서비스(Health and Human Services)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특수 외과 병원(Hospital for Special Surgery,
HSS)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그는 환자, 직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상 관행 및 정책 평가, 환자 치료 운영에 대한 수정, 조직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및
잠재적 반등에 대한 준비 등 HSS의 "뉴 노멀로의 전환(Return to new Normal)"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HSS에 입사하기 전, Henry J. Kaiser 가족 재단(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선임 정책 분석가로 일했으며 뉴욕-장로교 병원(NewYork-Presbyterian
Hospital)과 세인트 바나바스 의료 센터(Saint Barnabas Medical Center)에서
근무했습니다. Rentas 씨는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공공 정책 학사과
석사,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Julissa Gutierrez는 최고 다양성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과거 Gutierrez 씨는
주지사의 지역구 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 Gutierrez 씨는 전국 선출직 및
임명직 라틴계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Latino Elected and Appointed Officials,
NALEO) 교육 재단(Educational Fund)에서 전국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관계 국장 및
노스이스트 시민 참여 국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는 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반 명예훼손 연합(Anti-Defamation League)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다양한 직책을 맡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Gutierrez
씨는 새로운 이민자 지역사회 강화(New Immigrants Community Empowerment) 이사회
의장이며 퀸즈 공립 도서관(Queens Public Library) 이사회 일원입니다. Gutierrez 씨는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에서 학사 학위를,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Laura Montross는 정책 및 문제 옹호 자문 커뮤니케이션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Montross 씨는 최근 Mike Bloomberg의 2020 대통령 캠페인에서 여성 자원봉사
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이전에는 뉴욕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키빗(Kivvit)의
사장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 Montross 씨는 마드리드의 스페인 교육부(Spanish Ministry
of Education)에서 대학원 장학금을 두 번 받았습니다. Montross 씨는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메트로폴리탄학(Metropolitan Studies)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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