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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행정부의 많은 요직 인선을 단행해 자신의 과감한 

아젠다 이행에 전념하는 팀에 추가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이 인사들은 전문지식과 각종 경험 및 관점들을 자신들의 새로운 

입지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뉴욕시민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며 이들이 주정부에 오신 것을 환영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anne Choi는 Asian American Affairs for the Executive Chamber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Choi씨는 현재 뉴욕시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Queens 

커뮤니티 연락 담당입니다. 과거, 그녀는 Grace Meng 하원의원 밑에서 연락담당을 

역임했고, Congresswoman’s 2012 캠페인 및 전에 소유했던 의회 사무실에서 

지역사회와 유권자의 홍보를 맡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hoi씨는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정치학 학사(B.A.)를 이수했고, 공공 정책은 석사(M.A.)를 이수했습니다. 

 

Ruth Noemí Colón은 뉴욕 전력청(NYPA) Corporate Shared Services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Colon씨는 2011년부터 NYPA에서 일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Administration & Environmental Justice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NYPA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뉴욕시 주택 당국과 뉴욕주 국무부에서 각종 역할을 담당했는데, 가장 최근인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국무부 서기관 대리를 역임했습니다. University of Puerto 

Rico – San Juan에서는 학사와 석사를 모두 이수했고 Pace University 법대에서는 

J.D.와 국제법 인증을 받았습니다. 

 

Lisa Bova-Hiatt는 주정부 산하 기관인 Office of Storm Recovery의 전무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Bova-Hiatt씨는 2014년 1월부터 Office of Storm Recovery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고문으로 시작하여 실무 최고 운영 이사(COO)를 역임했고 가장 

최근에는 실무 전무 이사를 맡았습니다. 과거, 그녀는 Michael Bloomberg 뉴욕 시장 

휘하에서 입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1995년과 2014년 사이에는 뉴욕시 

법무부에서 각종 고위직을 맡았습니다. Bova-Hiatt는 Villanova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를 받았고 Brooklyn 법대에서 J.D.를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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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y Kay Chan은 뉴욕주 최고 데이터 분석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과거, Chan 박사는 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감사 및 심사 담당 이사를 

역임했고, 뉴욕주 감찰부에서 총 감찰 대리를 역임했습니다. 이곳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뉴욕주 법무상에서 경제 이사를 맡았고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 미국 농무부 및 민간 경제 

컨설팅 회사에서 활동했습니다. Chan 박사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강의를 펼치고 

있으며, 현재는 Columbia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소속 연구원이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환경 과학, 정책 및 공학 박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Norma Ramos는 시민 권리 담당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Ramos씨는 여성 인신 

매매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of Women) 전무 이사로 재직해 왔으며, 그 

전에는 South Bronx Clean Air Coalition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또한, 뉴욕시 환경 

보호청과 미국 환경 보호국(EPA)에서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Ramos씨는 

Fordham University에서 학사(B.A.)를 이수했고 Temple University 법대에서 

법학박사(J.D.)를 이수했습니다. 

 

Caroline Griffin은 DASNY 최고 책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정부 간 

관계를 감독하고, 소통 및 마케팅 부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DASNY의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정책과 작업을 조정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Griffin씨는 2011년부터 Cuomo 

주지사의 행정 상공 회의소에서 봉사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정부 간 업무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과거, 그녀는 David Paterson 주지사와 Eliot Spitzer 주지사 양쪽 모두의 

주정부에 대한 정부 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Griffin씨는 Boston College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B.A.)를 이수했습니다. 

 

Kim Nadeau는 Dormitory Authority of State of New York 최고 재무 책임자(CFO) 겸 

회계 담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Nadeau씨는 현재 USLE(US Light Energy)에서 회계 및 

재무 담당 부사장입니다. USLE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CH 

Energy Group, Inc.의 회계 및 재무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고, 앞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Northeast Utilities에서, 1989년부터 1995년까지는 Coopers and Lybrand 

LLP에서 요직을 맡았습니다. Nadeau씨는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회계학 학사와 

M.B.A. 및 J.D.를 이수했습니다. 

 

Emily Saltzman은 NYS Homes & Community Renewal 산하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 Partnership Development 부사장 겸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Saltzman씨는 2011년부터 Andrew M. Cuomo 주정부 산하 Community Affairs 담당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뉴욕주 집행 상공 회의소에 합류하기 전 Saltzman씨는 Brown & 

Weinraub PLLC에서 Government Relations Manager로서 여러 비영리 단체, 기업 및 

기관들을 대표해 왔습니다. 또한, Manhattanville College, Ticketmaster/Citysearch 및 

뉴욕 시의회에서 직책을 역임했고 Mario M. Cuomo 전주지사 산하 민관 

담당(Intergovernmental and Constituency) 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Saltzman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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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mouth College에서 학사(B.A.)를 이수했고 Columbia University의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에서 M.P.A.를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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