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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사무실에서사무실에서사무실에서사무실에서 

 

MARIO M. CUOMO 
 

(1932년 6월 15일 – 2015년 1월 1일) 
 

전 주지사 Mario M. Cuomo의 가족은 주지사가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심장 마비로 저녁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향년 82세였습니다. 

 

뉴욕 주의 52번째 주지사, 주지사 Mario Cuomo는 1983년부터 1994까지 뉴욕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국가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11개의 연속 균형 예산 감소 세금을 제시하고 포괄적인 정부 윤리 및 

재정 개혁을 구현했습니다. Cuomo의 취임 때부터, 뉴욕은 수만 개의 기업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아동의 시기를 선포하고 Mario Cuomo는 모든 뉴욕의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에너지 계획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였으며 

다양한 진척 중에 산성비에 대한 법적 관리에 서명을 했습니다. 

 

1983년 주지사 선출에 앞서, Cuomo 주지사는 18년 동안 법의 공공 및 민간 활동에서 

근무하였으며 동시에 The St. John’s School of Law에서 10년 이상 겸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Mario Cuomo는 처음 1972년 Forest Hills 주택 논쟁에 있어 그의 해결을 통해 대중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1975년 뉴욕의 국무 장관 역할을 임명되었고 1978 년에 그는 

부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자신의 1984 기조 연설에 대한 국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4년은 영부인 Matilda Raffa Cuomo와 결혼 60주년을 맞이 하였으며 그녀는 The St. 

John’s University Teacher’s College을 졸업했습니다. 주지사는 그의 아이들, Marga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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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Maier), Andrew (Sandra Lee), Maria (Kenneth Cole), Madeline (Brian O'Donoghue), 

Christopher (Cristina Cuomo) 뿐만 아니라, 14명의 손자들이 있습니다: Christina Cuomo 

Perpignano, 

Marianna Cuomo Maier, Cara Kennedy Cuomo, Mariah Kennedy Cuomo, Michaela Kennedy 

Cuomo, Emily Cole, Amanda Cole, Katherine Cole, Samantha O'Donoghue, Kristin 

O'Donoghue, Tess O'Donoghue, Bella Cuomo, Mario Cuomo, Carolina Regina Cuomo.  

 

장례 준비는 곧 발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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