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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Executive Chamber내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 De'Shawn Wright, 이전 워싱턴 디시의 Deputy Mayor of Education 을 Deputy 
Secretary for Education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Ian Rosenblum, 이전 팬실베니아 주지사 Rendell의 행정부의 비서를 Director of 
Policy Coordination으로 임명했습니다.  
• David Lobl, 이전 Human Care Services for Families and Children의 Director of 
Public and Government Affairs를 Community Representative로 임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뉴욕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년간의 경험과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서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Shawn Wright, Deputy Secretary for Education  
 
2011년 1월부터 De'Shawn Wright은 워싱턴 디시에서 Deputy Mayor for Education직을 
역임했으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후부터 24' 전략을 발족하고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기 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right씨는 1998년 Teach for America 단체의 회원으로 교육계에 몸을 
담았으며 뉴욕시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로 4년간 직무한 다음 Wright씨는 
뉴욕시의 Mayor's Office of Operations에서 정책 분석가 업무를 수행했으며 Business Affairs 
Unit내에 속한 뉴욕시 기관들의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관장했습니다. Wright씨는 
2003년 Office of Strategic Partnership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관리자로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에 복귀했으며 그 후 Office of New Schools 및 Office of the 
Chancellor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Wright씨는 2006년 8월 새로 당선된 뉴와크의 Cory 
Booker 시장하의 시니어 리더쉽 팀에 합류했으며 시장의 Chief Policy Advisor로 임명되기 
전에 뉴와크의 교육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Wright씨는 James Madison University 학부를 
졸업했으며 2002년 New York University의 Robert F. Wagner School of Public Service 에서 
Public Administration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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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Rosenblum, Director of Policy Coordination  
 
Ian Rosenblum은 약 7년간 팬실베니아주의 주지사 Ed Rendell의 Office of Policy & 
Planning에서 Secretary of Policy & Planning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주로 교육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추가로 전략적 의사소통, 주예산 편성 및 인력 개발과 세제 개혁 등의 
기타 정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었읍니다. Rosenblum씨는 선거 운동 정책 이사로 두번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최근 뉴욕시에 소재한 Civic Entertainment Group의 
Vice President직을 역임했으며 NBC News Education Nation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Rechler씨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졸업했으며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Fels 
Institute of Government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David Lobl, 지역사회 대표 
 
David Lobl은 지역사회 대표 및 중계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뉴욕주의 유태인들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Lobl씨는 2012년 1월부터 Human Care Services for Families and 
Children, Inc.에서 Director of Public and Government Affairs 근무해 왔으며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홍보 및 정치 활동 지원 회사인 Friedlander Group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Lobl씨는 Derech HaTalmud에서 탈무드법학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예루살렘의 Aderes Hatorah에서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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