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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과감한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팀을 주정부에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주 전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재능을 채택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6 년동안 성취했던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의 임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는 이 분들은 우리 주를 계속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익의 가치를 구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분들과 함께 뉴욕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공정하며 보다
번영하는 뉴욕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arolyn Pokorny 씨는 윤리, 위험, 준수를 위한 최고 특별수석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Loretta E. Lynch 미국 법무장관 부차관보 및 수석
법률고문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범죄국 차장 검사직을 포함하여 요직을
두루 거치며 브루클린 소재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에서 15 년 가까이 근무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공로상 (U.S. Attorney General’s Award for Distinguished Service)을
받았으며 연방 법 집행 재단 (Federal Law Enforcement Foundation)에서 올해의 연방
검사상 (Federal Prosecutor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습니다. Pokorny 씨는 브롱크스
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로 경력을 시작한 후 롱아일랜드의 Arthur D. Spatt 연방법원 판사
밑에서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대학교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브루클린 법학 대학원 (Brooklyn Law School)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Christopher O’Brien 씨는 특별 프로젝트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O’Brien 씨는 Xerox Legal and Compliance Solutions 에서 10 년 이상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뉴욕주
조세재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부커미셔너 겸
법률 고문으로 공익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George E. Pataki 주지사 선임

법률고문 보좌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O’Brien 씨는 올버니 법학 대학원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학사 학위는 호바트 칼리지 (Hobart
College)에서 받았습니다.
Sarah Bittleman 씨는 특별 프로젝트 부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연방 정부의 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
(U.S. House of Representatives) 및 연방 정부의 내무부(U.S. Department of the
Interior)와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Ron
Wyden 연방 상원의원과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U.S. Senate Finance Committee)의
입법 및 정책 국장으로 일한 후 가장 최근에 상공 회의소 (Chamber)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툴레인 대학교 (Tulane University)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East Carolina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유니언 칼리지 (Union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olly D. Dillon 씨는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사무국 (Governor’s
Office)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국내 정책위원회 (Domestic Policy Council)의 도시 문제,
정의 및 기회 정책 고문으로 Obama 대통령의 백악관 (Obama White House)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백악관 (White House)에서의 해당인의 연구에는 여성 평등, 아동 복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 권리, 노동, 사법 제도, 장애자 권리, 노숙자, 경제적
이동성, 빅 데이터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민권 정책 문제와 그 교차 정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Dillon 씨는 조지타운 대학교 (Georgetown University)의 맥코트 공공
정책 대학원 (McCourt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공공 정책학 석사 학위를, 존스
홉킨스 대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Valery Galasso 씨는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ClintonKaine 인수 위원회 (Clinton-Kaine Transition Team)의 최고 수석 법률고문실 (Office of
the Chief Counsel)에서 내각 추천을 위한 특별 고문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Galasso 씨는 다양한 통신 문제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담당했던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정책 고문직을 비롯하여 연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전에 Galasso 씨는 백악관 (White House)에서 Joseph R.
Biden 부통령을 위한 입법 업무 특별 보좌관 업무와 연방정부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의회 연락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공공 정책학 석사 학위를, 코네티컷 대학교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Patrick Oakford 씨는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Oakford 씨는
워싱턴 디시 소재 연방정부 노동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에서 Perez
장관에게 조언하는 정책 고문직을 수행했으며 노동부의 규제 어젠다를 수행하는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전에 그는 미국진보센터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선임 정책
분석가로서 이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Oakford 씨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옥스퍼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이학 석사 학위를,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ike Perrin 씨는 뉴욕주 운영담당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Perrin 씨는 가장 최근에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집행
부커미셔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뉴욕 웍스 프로그램 (New York Works
initiative)의 일환으로 Cuomo 주정부에 왔으며, 여기서 그는 주정부 기관 3 곳의 주요
자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 모든 기관의
예산 기능, 연방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로부터의 복구를 목표로 하는 연방 비상 관리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기금의 재정적 측면 등을 감독하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에서 행정
및 재정 담당 부커미셔너직을 수행했습니다. 주정부에 다시 합류하기 전에, Perrin 씨는
올버니 카운티의 카운티 행정사무국 (Office of the County Executive)에서 15 년간
근무했습니다. Perrin 씨는 뉴욕 주립 대학교 오스웨고 (SUNY Oswego)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ate Dineen 씨는 뉴욕주 운영담당 국장의 수석 보좌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Dineen 씨는 가장 최근에 환경 보좌관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전에는 주지사의 폭풍
복구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에서 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주 정부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Kirsten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의 정책 담당관으로서,
환경, 에너지, 경제 개발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호주 연방정부에서 탄소
배출권의 생산 및 거래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계획의 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Dineen 씨는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에서
도시계획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우등 (cum laude)으로 졸업한 윌리엄스
칼리지 (Williams College)에서 영어 전공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nnabel Walsh 씨는 Cuomo 주지사의 일정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Walsh 씨는 주지사의 일간 일정표의 여러 사항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일정
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 년에 Walsh 씨는 주지사의 행사를 책임지고
조직하는 운영담당 준행정보좌관으로 Cuomo 주정부에 합류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Walsh 씨는 또한 주지사 및 다운스테이트 정부간 업무 담당 국장의 선임
정책고문을 위해 행정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Walsh 씨는 뉴욕 대학교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el Wertheimer 씨는 Cuomo 주지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는
Obama 대통령의 백악관 (Obama White House)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브리핑 자료의
조정과 검토를 책임지는 비서실장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전에
Wertheimer 씨는 윈스턴 앤드 스트런 합동 법률사무소 (Winston & Strawn LLP)에
고용된 변호사로 개인 법률 실무에 종사했으며 그 이전에는 뉴욕 남부 지역을 관할로
하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 (U.S. District Court) Lorna G. Schofield 판사의 서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 법학 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터프츠 대학교 (Tufts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en Darley 씨는 집행 운영부의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녀는
Hillary 의 대선 캠페인 (Hillary for America Campaign)에서 Clinton 장관과 Tim Kaine
상원의원의 방문을 위해 전국을 미리 사전 답사하여 전국을 선도하는 리더 (National
Advance Lead)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필라델피아 소재
국립헌법센터 (National Constitution Center)에서 운영담당 부사장 겸 방문자 서비스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Darley 씨는 또한 2016 년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위원회
(2016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Host Committee)의 이벤트 관리 컨설턴트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델라웨어 대학교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 및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n Weinstein 씨는 교통부 공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Weinstein 씨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객을 위한 장단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 (Mercury Public Affairs)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
Weinstein 씨는 정치, 교통, 지역사회 뉴스, 부동산,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NY1 방송사에서 7 년 이상 리포터 겸 앵커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또한 브롱크스와
브루클린을 담당하는 뉴스 12 (News 12) 방송의 현장 제작자로도 근무했습니다.
Weinstein 씨는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노스웨스턴 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의 메딜 저널리즘 대학원 (Medill School of Journalism)에서
저널리즘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lizabeth Bibi 씨는 언론 담당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Bibi 씨는 가장 최근에 Kaine
상원 의원의 인터뷰 및 이벤트 전체에 대한 미디어 실행계획을 감독하면서 Hillary 의
대선 캠페인 (Hillary for America Campaign) 동안 Tim Kaine 상원 의원을 위한 전국 언론
담당 선도 데스크 (National Press Advance Desk)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스콜라스틱 주식회사 (Scholastic Inc.)의 대정부 관계담당팀의 업무를 수행한 후
빌, 힐러리, 첼시 클린턴 재단 (Bill, Hillary, and Chelsea Clinton Foundation)의 선임
미디어 관계 부담당관 (Senior Media Relations Associate)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바너드 칼리지 (Barnard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ndrew Tillman 씨는 Cuomo 주지사의 연설문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는 준선임연구원 겸 Denis McDonough 대통령 수석 보좌관 (White House
Chief of Staff)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연설문 담당관으로 Obama 대통령의 백악관
(Obama White House)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간의
관계에 관한 주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한 그룹의 학자들을 공동지도하면서 런던 대학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아메리카 연구소 (Institute of Americas)의 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Tillman 씨는 캠브리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박사 학위를, 터프츠 대학교 (Tufts University)의 플래쳐 대학원
(Fletcher School)에서 석사 학위를,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Wake Forest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Tim Fullerton 씨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Fullerton 씨는 가장
최근에 총기안전을 위한 모든 타운 (Everytown for Gun Safety)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국립 디지털 캠페인스 (National Digital Campaigns)의 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대변인 업무도 수행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최초의 디지털
전략 계획도 실행했던 연방정부 내무부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를 위해 디지털
전략 담당 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Fullerton 씨는 기후 보호 연맹 (Alliance for Climate
Protection), 옥스팜 아케리카 (Oxfam America), 전기구동 교통협회 (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디지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2008 년 Obama 의 대선 캠페인 (Obama for America)에서 주 및 지역 이메일
관리자로도 근무했습니다. Fullerton 씨는 디킨슨 칼리지 (Dickinson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Diana Bowen 씨는 동영상 제작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Bowen 씨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주립 영화 제작자로 Hillary 의 대선 캠페인 (Hillary for America
Campaign)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전략적인 미디어 회사의 동영상
제작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의 동영상 제작자
및 사진작가였습니다. Bowen 씨는 아메리칸 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seph Rabito 씨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뉴욕주 운영담당 부국장 업무를 수행한 후
업스테이트 정부 간의 관계에 주력하는 정부간 업무 담당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1 년 2 월, Cuomo 주지사는 Rabito 씨를 뉴욕주 일반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부커미셔너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일반서비스국 (OGS)에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에서 부커미셔너를, 뉴욕주 주택신탁기금공사 (New York
State 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에서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에 임명되기 전에 Rabito 씨 올버니 시의 개발 계획 커미셔너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연방정부 주택 도시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Andrew Cuomo 장관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Rochelle Kelly-Apson 씨는 Cuomo 주지사를 위해 일하는 다운스테이트 정부간 업무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뉴욕주 검찰총장실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에서 지역사회 지원 연락담당관으로 근무한 후 정부간 업무
담당 부국장직을 수행했습니다. Kelly-Apson 씨는 또한 자신이 단체의 캠페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뉴욕의 루즈벨트 호텔 (Roosevelt Hotel)의 노조 대표로
참여도 했었던 뉴욕 호텔업 종사자 노동조합 협의회 (New York Hotel Trades Council)의
일반회원 조직책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에서 지지자를 조직하고 정치 캠페인
활동을 한 경력이 13 년이 넘습니다.

Brendan Hughes 씨는 경제 개발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Hughes 씨는 이전에 15 억
달러 규모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및 1 억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포함하여 기타 여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신이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Governor Cuomo’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감독의 책임을 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의 부커미셔너직을 수행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에 합류하기 전에 Hughes 씨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경제개발계획을 관리했습니다. Hughes 씨는 시에나 칼리지
(Siena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erri Neifeld 씨는 복지부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Neifeld 씨는 이전에 새로 만들어진
피난처 감시 및 준수 부서 (Division of Shelter Oversight and Compliance)를 자신이
관리했던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서 부커미셔너 보좌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Cuomo
주지사의 취임 협력모임인 엑셀시어 서비스 펠로우스 (Excelsior Service Fellows)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TDA) 부커미셔너의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엑셀시어 서비스 펠로우쉽 프로그램 (Excelsior Service Fellowship
Program) 일을 하기 전에 Neifeld 씨는 록펠러 칼리지 (Rockefeller College)의 정부 및
시민 사회의 여성을 위한 센터 (Center for Women in Government & Civil Society)에서
여성 및 공공정책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Neifeld 씨는 컬럼비아-그린 카운티의
정신건강협회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Columbia-Greene Counties)의 프로젝트
매니저, 올버니 카운티 아동 가족 서비스부 (Albany Coun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의 아동보호서비스 사례별 사회복지사, 웨이트 하우스 노숙 청소년
피난처 (WAIT House Homeless Youth Shelter)의 청소년 돌보미로 근무했습니다.
Neifeld 씨는 엘마이라 칼리지 (Elmira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올버니 대학교
(University at Albany)의 사회복지 대학원 (School of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ob Gibbon 씨는 교통 정책을 위한 주지사의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뉴욕주 상원 (New York State Senate)의 다수당 법률고문실 (Majority
Counsel’s Office)에서 선임 법률고문직을 수행했습니다. 그곳에 재직하는 동안, 그는
콘퍼런스에서 가정 규칙 및 FOIL (Home Rule and FOIL) 법률고문직을 수행하고 지방
정부위원회, 은행 위원회, 주택 걸설,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 도시 위원회, 경주, 도박,
게임 위원회 등의 법률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상원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뉴욕주
카운티 협의회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올버니 법학 대학원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우등 (magna cum laude)으로 졸업한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SUNY Albany)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Penny Lowy 씨는 업무 약속 담당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자신이 구인 기능을 구축하고 일련의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을 다루는
정책을 설계한 브로커이자 핀테크 (FinTech) 기업인 ICAP NA 에서 자원 및 대학원
프로그램 (Resourcing and the Graduate Program)의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시티뱅크 (Citibank)의 구인관리책임자 및 인사부 (Human Resources) 선임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Lowy 씨는 마스터카드 월드와이드 (MasterCard
Worldwide)에서 학습 개발을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 담당 부사장을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지이 캐피탈 구조금융그룹 (GE Capital Structured Finance Group)의 인사 담당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녀는 스토니브룩 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hn Ceretto 씨는 2011 년부터 뉴욕주 하원에서 직무를 수행한 후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프로젝트 조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원의원으로 일하기 전에
Ceretto 씨는 주립공원부 (State Parks Department)의 나이아가라 협곡 디스커버리 센터
(Niagara Gorge Discovery Center) 역사 자료실 교육 프로그램 사무실 (Education
Programs Office of Historical Archives)에서 약 10 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Ceretto 씨는
또한 Prestolite/Tulip Corporation 에서도 거의 20 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재직하는 동안, 그는 9 년동안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United Automobile Workers,
U.A.W.) 회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및 나이아가라 휘트필드 교육청
(Niagara Falls & Niagara Wheatfield School Districts)의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루이스타운의 타운 시의원 및 나이아가라 카운티 의원직도 수행했습니다. Ceretto 씨는
나이아가라 대학교 (Niagara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Brendan Fitzgerald 씨는 뉴욕주 주무부 (New York Department of State)의 제 1
주무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Fitzgerald 씨는 집행 회의소 (Executive
Chamber)의 정부 및 재정 종합 서비스부 (Government and Financial Services) 차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Fitzgerald 씨는 재정 서비스 담당 차관보, 기술, 운영, 게임 담당
차관보, 공공재정 및 지방정부 특별 보좌관직 등을 수행했습니다. 거의 7 년 동안
Fitzgerald 씨는 뉴욕주 하원에서 수석 법률 분석가로 근무했습니다. Fitzgerald 씨는
시에나 칼리지 (Siena College)에서 영어 및 철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ichael Volforte 씨는 주지사의 직원관계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 GOER)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는 뉴욕주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행정부와의 관계를 감독합니다. Volforte 씨는 20 년 이상
주지사의 직원관계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부국장, 부법률고문, 법률고문 보좌관 등을 포함하여 주지사의
직원관계사무국 (GOER)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올버니 법학 대학원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 (St. Lawrenc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Sarah Coleman 씨는 뉴욕주 공공 고용관계 위원회 (New York State 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의 부의장 겸 수석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Coleman 씨는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선임
법률고문직을 수행했으며 그 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준비하기 위한 팀의 일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미시시피 청년 사법 프로젝트 (Mississippi Youth Justice
Project)와 녹색 옹호자 (Green Advocates) 프로그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윌리-블랙웰 출판사 (Wiley-Blackwell Publishing)의 개발 프로젝트 관리자 및 메리맥
주택담보 대출회사 (Merrimack Mortgage Company)의 주니어 손해사정인으로
근무했습니다. Coleman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보스턴 대학교 (Bosto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effrey Pearlman 씨는 기관 예산처 (Authorities Budget Office)의 처장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 Pearlman 씨는 Kathy Hochul 부지사의 비서실장 겸
법률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Pearlman 씨는 또한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뉴욕주 상원 민주당 콘퍼런스 (State Senate
Democratic Conference)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상원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다방면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국제적 법률회사인 그린버그 트라우릭 합동
법률사무소(Greenberg Traurig LLP)의 정부 및 소송 담당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뉴욕주 집행부 (New York State Executive Chamber)에서 David A. Paterson
전임 주지사 의 법률고문 보좌관, 뉴욕주 부지사 수석 법률고문, 뉴욕주 상하원의 여러
업무를 포함하여 주정부에서 다수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Pearlman 씨는 올버니 법학
대학원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뉴욕 주립 대학교 뉴팔츠 (SUNY
New Paltz)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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