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정부 추천자 및 임명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상원의 승인을 거친 새로운 뉴욕주 행정부 추천자 및 

임명자를 발표했습니다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업무를 할 수 있는 동기와 모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분들과 함께 설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경력에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정부 서비스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뉴욕주 행정부에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는 것은 위대한 뉴욕주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Cynthia M. Monaco, 조세 재심 법원(Tax Appeals Tribunal) 커미셔너  

• Yolanda Canty, 뉴욕주 교정 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 위원  

• Steven M. Cohen,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커미셔너  

• Lani Jones, 시민 서비스 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커미셔너  

• Adam Zurofsky, 뉴욕주 환경 시설 공사(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디렉터  

• Lino Garcia, 뉴욕주 운동 위원회(State Athletic Commission) 커미셔너  

• Havidan Rodriguez, 뉴욕주 모기지 관리청(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디렉터  

• Licha M. Nyiendo, 인권 위원회(Commission of Human Rights) 커미셔너  

• Kevin P. Bruen,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청장  

  

기관 예산청(Authorities Budget Office)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예산청(Authorities 

Budget Office)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 Jeffrey H. Pearlman 변호사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에 임명되었습니다.  

  
• Angelo V. Vivolo  

  

뉴욕 주립 대학교 삼림환경과학대학(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 주립 대학교 

삼림환경과학대학(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에 

임명되었습니다.  

  
• Oluwole McFoy  

  
  

고등교육서비스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 Corporat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고등교육서비스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 Corporat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Andrew Sherman  

  
  

시립 대학 건설 기금(City University Construction Fund)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시립 대학 건설 기금(City 

University Construction Fund)에 임명되었습니다.  

  
• Alan Lee Van Capelle  

  
  

주립 대학교 건설 기금(State University Construction Fund)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주립 대학교 건설 

기금(State University Construction Fund)에 임명되었습니다.  

  
• Kisha Santiago-Martinez  

  

전문 의료 행위 행정 감사 위원회(Administrative Review Board for Professional 

Medical Conduct)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전문 의료 행위 행정 감사 

위원회(Administrative Review Board for Professional Medical Conduct)에 

임명되었습니다.  



 

 

  
• Carmella Torrelli  
• Richard Milone  

  

뉴욕주 행동 보건 서비스 자문 위원회(New York Stat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dvisory Council)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행동 보건 서비스 

자문 위원회(New York Stat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dvisory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Roxanne Marie Lewin  
• Sabina Lim  
• Kathy Gardini  
• Diane Blohm  
• Patricia Marsik  

• Robert T. Russell 판사  

  

그레이터 레이크스 보호 기금 이사회(Board of Directors Great Lakes Protection 

Fund)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그레이터 레이크스 보호 

기금 이사회(Board of Directors Great Lakes Protection Fund)에 임명되었습니다.  

  
• Judy Drabicki  

  

바타비아 뉴욕주 퇴역군인 가족 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for the New York State 

Home for Veterans and Their Dependents at Batavia)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바타비아 뉴욕주 퇴역군인 

가족 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for the New York State Home for Veterans and Their 

Dependents at Batavia)에 임명되었습니다.  

  
• Marlene L. Roll  

  

타코닉 발달 장애 서비스청 위원회(Board of Visitors for the Taconic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 Office)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타코닉 발달 장애 서비스청 

위원회(Board of Visitors for the Taconic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 Office)에 

임명되었습니다.  

  
• Angela Paul  

  



 

 

주도 지구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Capital District Psychiatric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주도 지구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Capital District Psychiatric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Charlene Ann Hrachian  

  

센트럴 뉴욕 감식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Central New York 

Forensic Psychiatric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센트럴 뉴욕 감식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Central New York Forensic Psychiatric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Philip E. McDowell  
• Ronald Wright  

  

핑거 레이크스 발달 장애 서비스청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Finger Lak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Office)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핑거 레이크스 발달 장애 

서비스청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Finger Lak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Office)에 임명되었습니다.  

  
• Sherilyn Coleman-Ferrer  

  

그레이터 빙엄턴 보건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Greater Binghamton 

Health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그레이터 빙엄턴 보건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Greater Binghamton Health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Michael Kritkausky  

  

뉴욕시 아동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New York City Children's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시 아동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New York City Children's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Jessica B. Brito  

  

사우스 비치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사우스 비치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Michele D. Rampino  

  

세인트 로렌스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St. Lawrence Psychiatric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세인트 로렌스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St. Lawrence Psychiatric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Christian Taylor  

  

웨스턴 뉴욕 아동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Western New York 

Children's Psychiatric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웨스턴 뉴욕 아동 정신과 

센터 위원회(Board of Visitors of the Western New York Children's Psychiatric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Steven Nelson  

  

센트럴 뉴욕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Central New York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센트럴 뉴욕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Central New York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Bethaida Gonzalez  
• Lawrence Carpenter  

  

지속적인 돌봄 은퇴 지역사회 위원회(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ouncil)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지속적인 돌봄 은퇴 

지역사회 위원회(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Herbert H. Friedman  
• Madeline Lee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에 임명되었습니다.  

  
• Brian Obergfell  
• Jill O'Donnell-Tormey  
• Mayra S. Linares-Garcia  
• Kenneth M. Sunshine  
• Robert F. Mujica  

  

핑거 레이크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Finger Lakes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핑거 레이크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Finger Lakes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Nicolette Wagoner  
• Sharon Miller  

  

제네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Genesee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제네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Genesee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Gail Serventi  

  

산업 항소 위원회(Industrial Board of Appeals)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산업 항소 위원회(Industrial 

Board of Appeals)에 임명되었습니다.  

• Sandra Abeles  
  

정의 센터 자문 위원회(Justice Center Advisory Council)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정의 센터 자문 

위원회(Justice Center Advisory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Megan C. O'Connor-Herbert  

  

롱아일랜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Long Island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롱아일랜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Long Island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Linda Armyn  
• Bryan Erwin  

  

소수자 보건 위원회(Minority Health Council)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소수자 보건 

위원회(Minority Health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Mill Etienne  

  

뉴욕주 컨벤션 센터 운영 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Operating Corporation) 

(자비츠(Javits))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컨벤션 센터 운영 

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Operating Corporation) (자비츠(Javits))에 

임명되었습니다.  

  
• Quenia Abreu  
• Joseph F. Chan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Christopher Robert Riano  
• Peter J. Moschetti. Jr.  

  

뉴욕주 주거 재무청(New York State Housing Finance Agency)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주거 재무청(New 

York State Housing Finance Agency)에 임명되었습니다.  

  
• Sarah McKeown Singman  
• Bethaida Gonzalez  

  

뉴욕주 도시 개발 공사(New 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도시 개발 공사(New 

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Sharon Anne Miriam Glied  
• Michael K. Rozen  

  

버펄로 정신과 센터(Buffalo Psychiatric Center)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버펄로 정신과 센터(Buffalo 

Psychiatric Center)에 임명되었습니다.  

  
• Swarnjeet Bhatia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에 임명되었습니다.  

  
• Frank Cardinale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 위원회(Palisades Interstate Park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 위원회(Palisades Interstate Park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Mariko Silver  
• Lisa Garcia  

  

뉴욕주 전력청(Power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전력청(Power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에 임명되었습니다.  

  
• Bethaida Gonzalez  

  

공공 고용관계 이사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공공 고용관계 

이사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에 임명되었습니다.  

  
• Rosemary A. Townley  

  

공공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공공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Roxanne Marie Lewin  
• Sabina Lim  
• Jo Ivey Boufford  
• Kevin D. Watkins  
• Nilda I. Soto  
• Patricia Yang  

  

사라토가-주도 지역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Saratoga-Capital District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사라토가-주도 지역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Saratoga-Capital District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Clifford Oliver Mealy  

  

뉴욕주 역사 보존 위원회(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역사 보존 

위원회(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Gretchen S. Sorin  

  

뉴욕주 캠프 안전 자문 위원회(State Camp Safety Advisory Council)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캠프 안전 자문 

위원회(State Camp Safety Advisory Council)에 임명되었습니다.  

  
• Randolph R. DeFrank  
• Jaime Sirkin  

  

뉴욕주 예술 위원회(State Council on the Arts)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예술 위원회(State 

Council on the Arts)에 임명되었습니다.  

  
• Catherine Schwoeffermann  
• Lawrence Howard Cook  
• Aaron Albert Flagg  
• Andrea Louie  
• Carolee Fink  
• David Alan Miller  
• Adriana Maria Trigiani  
• Monica Angle  



 

 

• James Lemons  
  

뉴욕주 공공 교통 안전 위원회(State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주 공공 교통 안전 

위원회(State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Board)에 임명되었습니다.  

  
• Frank W. Kobliski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에 임명되었습니다.  

  
• Joseph Warren Belluck  
• Eunice A. Lewin  
• Edward M. Spiro  
• Eric Corngold  
• Stanley S. Litow  
• Cesar A. Perales  
• Courtney E. Burke  

  

사우전드 아일랜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Thousand Islands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추천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사우전드 아일랜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위원회(Thousand Islands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Anastasia Praatt  
• Lauren Piche  

  

보훈 위원회(Veterans' Services Commission)  

  

다음의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지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아 보훈 위원회(Veterans' 

Services Commission)에 임명되었습니다.  

  
• Cheryl Dup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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