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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 내의 새로운 인사 임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행정부는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모두를 위한 더 강력하고 공정한 뉴욕주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정책과 고용이 지역사회의 힘을 반영하도록 

돕기 위해 이 유능한 전문가들을 우리 팀에 새롭게 맞이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진보시키기 위해 이들과 함께 일할 것을 

고대합니다.”  

  

Lourdes Zapata씨는 최고 다양성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이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소수 집단 및 여성 기업 개발국(Division of 

Minority and Women's Business Development)의 수석 부국장/전무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에 합류하기 전, 사우스 브롱크스 종합 경제 개발 

공사(South Bronx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국(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의 선임 부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Zapata씨는 또한 뉴버그시 계획 및 개발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the City of Newburgh)의 국장이었습니다. Zapata씨는 후드 칼리지(Hood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Robert F. 

Wagner 공공사업 대학원(Robert F.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에서 

M.P.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Linda Sun씨는 최고 다양성 부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이전에 주지사 사무실(Office of 

the Governor)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담당 국장으로 일하면서 그녀가 외국 영사관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기업 개발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글로벌 뉴욕(Global New 

York)에서 외무 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글로벌 뉴욕(Global New 

York)에서 무역 관리자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Sun씨는 퀸즈 지역 대표(Queens 

Regional Representative)로도 활동했습니다. Sun씨는 뉴욕주에 합류하기 전, 2012년 

의회 선거운동의 운영 국장, Meng씨 하원의원 사무실(Ms. Meng's Assembly Office)의 



 

 

최고 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Grace Meng씨와 함께 다양한 직위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버나드 칼리지(Barnard College) 및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컬럼비아 교육 대학(Teachers College of 

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다양한 우수 후보자 채용을 가속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및 

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의 추진을 포함하여, 주 정부 인력에서 소수 

민족의 수를 늘리는 대담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다양성 및 포용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Diversity and Inclusion)가 권고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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