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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임명 발표  

국무부의 시민 서비스 대표로 Mayra Linares 임명, 노동청 고용 및 인력부의 특별 
보좌관으로 Rose Rodriguez 임명 

오늘 앤드류 M.(Andrew M. Cuomo 주지사는 Mayra Linares씨와 Rose Rodriguez씨의 
임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Ms. Linares는 국무부의 시민 서비스 대표로 일하게 될 
것이며, Ms. Rodriguez는 노동청 고용 및 인력부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두 사람은 주정부와 뉴욕의 지역사회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완전한 전문가들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민간 및 공공 부분의 
독특한 경험을 살려서 경제 개발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소규모 사업체들과 
협력할 때 특히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Mayra S. Linares는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는 주정부와 뉴욕주 전체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며 저도 그 일원이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공공 부문과 지역사회 대외 활동에서 저의 개인 부분의 경험을 활용하여 
뉴욕주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uomo 
주지사의 행정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모든 지역사회를 포함시켜가는 
과정에 Cuomo 주지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Rose E. Rodriguez는 “이번 임명으로 공공 부문에서 다시 일하게 될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의 비즈니스 컨설팅과 고용 및 인력부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주 전체의 소규모 사업체 및 소수민족 소유의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미 작년에 뉴욕의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했는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여 그러한 기세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s. Linares는 라틴계와 관련된 정부간 활동에 주로 참여할 것입니다.  Ms. Linares는 
Cuomo 주지사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기업/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전문으로 하는 The 
Maylin Group, Inc.의 설립자 겸 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72회  선거구의 
민주당 지역구 리더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제적인 구호 
기관인 World Vision, Inc.에서 커뮤니티 관계 책임자로 일하면서 뉴욕에서의 World Vision 
운영과 브롱스 및 맨해튼의 지역사회와 자선단체를 포함한 후원 단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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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및 협력을 촉진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1996년에 Ms. Linares는 민주주의 카운티 
위원회(Democratic County Committee)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5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또한 
맨해튼 북부의 Concerned Democratic Coalition의 최고 책임자이며 2007년에 이 
연합회로부터 최고의 리더십에 대해 커뮤니티 서비스상을 수상했습니다.  Ms. Linares는 
2001년에 Marymount Manhattan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s. Rodriguez는 고용 및 인력부의 대외활동 및 미디어 플랜 개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담당실에게 고용 및 인력부를 대표하여 커뮤니케이션, 브리핑, 입법 관련 
담당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Ms. Rodriguez는 뉴욕시, 뉴욕주, 연방정부와 20년 이상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비영리 단체인 The Committee for Hispanic 
Children and Families, Inc.의 컨설턴트로서 낭비와 잘못된 경영을 줄이고 사업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이전에는 The Espinosa Group, 
Inc.의 컨설턴트로서 소수민족 소유 사업체가 건설부문에서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Mayor Michael Bloomberg 시장의 선거 캠페인에서 라티노 아웃리치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 전에는 주와 연방 차원의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했습니다. Ms. Rodriguez는 힐러리 클링턴 상원의원의 수석 고문 겸 선서구 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 서비스부를 결성하고 관리했고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백악관 임명자로 일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에서 그녀가 맡은 
직위에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뉴욕주 노동청 장관의 뉴욕시 대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뉴욕주 주지사의 히스패닉 담당실의 최고 책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Ms. Rodriguez는 Fordham University의 경영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정치경영 
대학원(Graduate School of Political Management)에서 M.P.S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Fordham University 법대에서 J.D.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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