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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를인사를인사를인사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주 행정부에 다수의 개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임명되는 

분들은 주지사의 과감한 개혁 아젠다를 발전시키는 일을 추진하는 다양하고 능력을 갖춘 팀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주정부 활동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오늘 개각 발표는 주지사의 제2기 인사의 첫 단계로, 앞으로 수 일 및 수 주 내로 더 많은 

개각이 이뤄질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능은 혁신과 성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팀은 지난 4년 동안 이뤄낸 

남다른 발전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경험, 에너지, 새로운 시각을 테이블에 펼쳐놓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신 

분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분들께 새로운 역할을 맡기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 힘을 합쳐 일한다면 

뉴욕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Bill Mulrow씨는 주지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행정부를 떠난 민간 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Lawrence Schwartz의 뒤를 잇게 됩니다. 

 

Mulrow씨는 비즈니스, 정부 및 정치학계에서 30여년을 몸담아왔습니다. 그는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고, 재무 부문에서 여러 직무에서 활동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정계에서 폭넓게 활동한 분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최대 대체자산 관리사인 

Blackstone의 수석 전무이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 직무 경험 외에도 뉴욕주 

주택금융기관(New York State Housing Finance Agency)과 뉴욕주 모기지 에이전시(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회장으로 Cuomo 주지사의 임명을 받은 것을 포함해 경력 전반에서 다수의 공직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보상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Judicial 

Compensation)의 커미셔너, 연방주택대부은행뉴욕담당관, Municipal Assistance Corporation for the 

City of New York 담당관, United Nations Development Corporation 이사, Westchester 카운티 

산업개발에이전시 회장, 뉴욕시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뉴욕주민주당 부의장을 역임했고, Mario Cuomo 재선 캠페인(1990)의 수석보조관, Barney Frank의 

첫 번째 하원 입후보(1980) 당시 선거부사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Mulrow씨는 또한 Harvard 

Kennedy School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Taubman Center의 자문위원회를 포함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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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관련 직책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NABR(North American Boards of Rabbis)의 

박애상과 뉴욕주 NAACP의 Roy Wilkins 박애상을 포함해 시와 커뮤니티에서 주는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Harvard University의 공공정책대학원과 Yale College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로즈장학생(Rhodes Scholar)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Patricia Gatling씨는 시민평등권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Gatling씨는 뉴욕시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뉴욕주 행정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2년 이후 뉴욕시인권위원회에서 

커미셔너 겸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Fulton 카운티 검찰청의 에이전시 컨설턴트, 

Fighting for Justice: New York Voice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의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서 수석 트레이너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Kings 카운티 

검찰청에서 1차장 검사로, 뉴욕시 형사사법제도 내 부패수사실의 특별법무차관을 

역임하였습니다. Gatling씨는 현재 의뢰인보호를 위한 뉴욕변호사기금의 이사회 소속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녀는 The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University of Maryland 

법학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Linda Lacewell씨는 주지사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 공공기관에서의 윤리, 위험 

및 준법 시스템을 설계할 것입니다. Lacewell은 전에 주지사의 특별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첨단 공개 데이터 프로젝트인 OpenNY의 설계자입니다. Lacewell씨는 과거에 Cuomo 

검찰총장의 특별자문위원으로 공적연금기금 Pay-to-Play 조사와 비제휴 건강보험을 조사하여 둘 

모두 미국 전역의 조직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Force에서 2년을 포함해 뉴욕의 Eastern 

District에서 연방검사로 9년을 일했고, Henry L. Stimson 메달과 검찰총장이수여하는 

특별봉사상(Award for Exceptional Service)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New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에서 학사학위를, University of Miami 법학대학에서 우등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Southern District of Florida의 미연방지방판사의 서기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New York University 법학대학에서 부교수로 활동하면서 정부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Fordham University 법학대학에서 부교수로 활동하면서 국제형사법을 가르쳤습니다. 

 

Alphonso B. David씨는 4월 1일 Counsel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는 Seth Agata의 후임이 되는데, 

Seth Agata는 그 때까지 주지사의 Counsel로 활동할 것입니다. David씨는 변호사, 법학교수, 

정책자문관으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 부문에서 상당한 법무 및 관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1년 1월, David씨는 Cuomo 주지사에 의해 시민평등권 차관 겸 Counsel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주가 마련한 최초의 직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뉴욕주에서 시민평등권과 노동에 

영향을 주는 법률, 정책, 입법,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주 검찰총장실에서 시민평등권 특별법무차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때 전략기획, 사건 개발 및 정책 분석을 관리했고, 취업차별부터 이민 사기에 

이르는 수사 및 고송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보좌관을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뉴욕주 

인권부 부국장을, Blank Rome LLP 로펌에서 소송 전문 어소시에이트를, Lambda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 Lambda에서 근무할 당시, David씨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결혼, 학부모 권리, 건강보험 이용을 포함해 HIV에 감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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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선례가 된 시민평등권 사건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Benjamin N. Cardozo 법학대학에서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그는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David씨는 University of Maryland와 Temple University 

법학대학을 졸업했고,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의 연방지방법원에서 Clifford Scott Green 

판사의 사법서사로 지낸 적도 있습니다.  

 

Mary Beth Labate씨는 뉴욕주 예산부(DOB)의 예산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 

Labate씨는 DOB 최초의 예산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지사의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뉴욕주의 재정계획을 개발하고 다양한 예산 및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해 

뉴욕주 입법부와 협상을 해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bate씨는 주지사 행정부가 

일궈낸 다수의 핵심 회계 업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분으로, 그 업적들을 살펴보면, 주 재정 

지출을 2%대로 유지한 일, Medicaid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성장을 극적으로 제한한 일, 초강력태풍 

Sanday와 관련해 600억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개발하고 지지한 일이 있습니다. 예산 제1차장 

이전에는 경제개발, 공공기관, 복지 및 노동을 담당하는 DOB 내 많은 부서와 분과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존부와 뉴욕주 주택커뮤니티재생(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학사학위를, SUNY Albany의 Rockefeller School of Public Affairs 행정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Melissa DeRosa씨는 주지사의 대외정보 담당관 및 전략 자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대외정보 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Executive Chamber와 50여개 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보도자료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커뮤니케이션즈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나가면서 정책 제정을 위한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에 남다른 역할을 펼칠 것입니다. 

주지사의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서 수석 부보좌관과 수석 보조관 대행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처방 약품 개혁 패키지 I-STOP(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과잉 처방 추적 법률)을 협상하고 통과시키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청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 정치 활동 기구인 미국을 위한 조직(Organizing for America)의 뉴욕주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전에는 Albany에 소재한 정부업무 기관인 Cordo and Company에서 

홍보 및 법률 담당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Tracey Brooks 하원의원 선거 사무장, 하원의원 Nydia 

Velazquez의 홍보 비서 대행, 2005년 성공적인 뉴욕주 교통 채권법 캠페인 “찬성표를 던지세요”의 

홍보 비서 대행으로 활동했습니다. DeRosa씨는 Cornell University에서 산업 노사 관계학으로 

학사학위를,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여성 리더십 포럼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Rick Cotton씨는 Interagency Initiatives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Cotton씨는 NBC 

Universal에서 25년 동안 활동한 후 주지사 행정부에 합류하였습니다. NBC Universal에서는 EVP와 

일반자문위원으로 20년, London에서 CNBC Europe 사장 겸 전무이사로 4년을 보낸 것을 포함해 

1989년부터 다수의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미 보건교육복지부에서 Joseph A. Califano, Jr. 

장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미 에너지부에서 John Sawhill 차관의 재생에너지 특별보좌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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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했습니다. Cotton씨는 Harvard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Yale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 대법원에서 William J. Brennan, Jr. 판사의 서기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Donald Carey씨는 SUNY 이사회 소속 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요합니다. Carey씨는 Fidelity National Financial의 수석 부사장이자 A.E. Smith Associates의 

어소시에이트 파트너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공공재정 부문의 리더로 활동해온 그는 골드만삭스의 

공공재정리더십 팀의 일부인 DCC Consulting LLC의 설립자이자 Credit Suisse First Boston의 

전무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Bob Megna씨는 뉴욕주 Thruway Authority의 상임이사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요합니다. Megna씨는 2009년부터 뉴욕주 예산과의 예산담당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뉴욕주의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연간예산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해 뉴욕주의 

재정정책의 전반적인 개발 및 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이 직책에 있는 동안 

뉴욕주는 3대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40년만에 가장 높은 금융등급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또한 통합 및 공유 서비스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증대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는 Financial 

Restructuring Board, New York Racing Association, Public Authorities Control Board를 포함해 행정부 

내에 여러 정부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Megna씨는 과거에 뉴욕주 세무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뉴욕주 예산부 내 세수 및 경제학 담당관으로 10년 동안 재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Fordham 

University에서 경제학으로 학사학위와 회계학 석사학위를,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졸업장 및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John P.L. Kelly씨는 언론담당 비서로 임명되었습니다. Kelly씨는 뉴욕시 컨설팅 회사인 SKD 

Knickerbocker에서 주지사 행정부에 합류하였습니다. SKD Knickerbocker에서는 2012년 이후 수석 

부사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뉴욕시 보건부의 우수 대외정보담당관, 어소시에이트 

커미셔너,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에서는 대외홍보 담당 대행으로 활동한 것을 

포함해 거의 십여년 동안 정부 내에서 다양한 수석 역할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Kelly씨는 6여년을 

뉴욕시 경찰청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정부 내 활동 외에도, York Daily News Express의 데스크 

편집장도 지냈고, CourtTV.com의 칼럼니스트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Iona College을 졸업하고 현재 브롱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Beth DeFalco씨는 교통부의 대외정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Senator Cory 

Booker 미상원의원의 대외정보 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언론계에서 15년을 

종사하면서 거의 10년을 The Associated Press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에 New York Post로 옮겨 정치 

부문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The Arizona Republic과 The Denver Post의 기사로도 

활동했는데, 당시 Columbine 고등학교 총기사건을 다뤄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스팀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DeFalco씨는 Boulder에 있는 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저널리즘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철학을 부전공하였습니다. 

 

 



 

Korean 

Frank Sobrino씨는 뉴욕시 대외언론담당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obrino씨는 현재 Jose 

Peralta 주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대외언론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l Diario-La Prensa의 전직 

기자이기도 했던 Sobrino씨는 과거에 뉴욕주 조세청장이었던 H. Carl McCall의 뉴욕시 언론담당 

비서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Saint Bonaventure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New York 

University의 Robert F. Wagner 공공사업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Andrew S. Kennedy씨는 SOP(State Operations for Policy)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지사의 경제개발 차관보로 활동하면서 주 경제 개발 및 주택 업무를 개발 및 관리하는 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지사 보좌관으로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주 예산과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했고 

뉴욕주 하원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뉴욕주의 재정 및 경제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개발하였습니다. Kennedy씨는 Nelson A. Rockefeller 공공정책대학에서 

공공행정 석사 학위와 Siena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atthew J. Millea씨는 OA(Operations for Administration)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Millea씨는 

뉴욕주 국무부에서 근무하다가 행정부에 합류합니다. 그는 가장 최근까지 기획 및 개발 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Onondaga 카운티 장인 Joanie Mahoney의 물적서비스(Physical Services) 카운티 

부 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에서 부사장으로 활동한 후 사장 대리를 역임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뉴욕 주지사 

사무실에서 환경 프로그램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Millea씨는 Siena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Columbia University의 국제관계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Joseph Rabito씨는 SOP(State Operations for Programs)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1년 2월, 

Cuomo 주지사는 Rabito씨를 뉴욕주 OGS(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부 커미셔너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OGS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 부 

커미셔너를, 뉴욕주 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에서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HCR에 임명되기 

전에는 Albany 시의 개발 & 계획 커미셔너로 활동했고 Andrew Cuomo 장관을 대신해 미국 

D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연방정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Tracie M. Gardner씨는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Gardner씨는 과거에 Legal Action Center의 

정책 공동국장을 역임하면서 약물 사용 장애, 형법 및 HIV/AIDS 분야에서 이 센터의 뉴욕주 

공공정책을 옹호하는 일을 수행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1989년부터 다양한 시,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 및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Gardner씨는 Mount Holyoke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Kamilah Smith씨는 국토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Smith씨는 2011년부터 연방 

비상관리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변호사 겸 협상전문가로 활동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로펌 Katten Muchin Rosenman 

LLP에서 어소시에이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Clark Atlanta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Boalt Hal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orean 

Kisha Santiago-Martinez씨는 주택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 

주택커뮤니티재생(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 차관으로 활동하고, 

예산서비스 부서를 관리하고 예산운영전략관리실(Office of Budget and Operational Strategic 

Management)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Empire 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Rosenberg Housing Group에서 부사장 겸 수석 프로젝트 관리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University at Albany의 지역 및 도시 계획 분야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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