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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대마초 관리국 위원 임명안 발표  

  

Reuben R. McDaniel, III 및 Jessica Garcia, 이사회 멤버로 활동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Reuben R. McDaniel, III 그리고 Jessica Garcia가 

대마초 관리국 이사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마초 규제위원회와 대마초 

관리국은 뉴욕주 대마초 업계의 대마초 제품 생산, 라이선싱, 포장, 마케팅, 판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원칙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대마초 산업은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마초 관리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McDaniel씨와 Garcia씨가 이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 주를 이끌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이사회에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euben R. McDaniel, III은 DASNY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입니다. McDaniel의 

임명안은 2020년 6월 10일 뉴욕주 상원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McDaniel씨는 

DASNY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McDaniel씨는 공공 금융, 개인 

자산 관리, 기업 금융 및 사모 주식 등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성공한 투자 은행가로 2019년 DASNY에 입사했습니다. 공공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전국에 걸쳐 750억 달러 이상의 면세 채권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McDaniel씨는 또한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자산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관리했습니다. 이전에, 

McDaniel씨는 애틀랜타 공립학교 위원회(Atlanta Public School Board)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곳에서 다양한 구성원 그룹을 이끌고 학부모 지역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경제학 

및 수학 학사 학위를,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essica Garcia씨는 식품 공급망을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비식품 소매업 

및 의료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전국 노조인 UFCW의 소매, 도매 백화점 

연합(Retail, Wholesale Department Store Union) 회장 보조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RWDSU의 정치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노동조합의 입법 및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새 이민자 지역사회 권한 부여 



프로그램 및 조직 책임자로 근무했고 뉴욕시의 공립 학교에 대한 공정한 자금 지원을 

옹호하며 그녀의 초기 경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 안전 보건 위원회(New 

York Committee for Safety and Healt)와 옹호 연구소(Advocacy Institute)의 이사장, 

농촌 이주부(Rural & Migrant Ministry) 이사회의 부회장, 코스타리카에 본부를 둔 

비비르 엘 수에노(Vivir El Sueno) 이사회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태생인 Jessica는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와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의 

실버맨 사회 복지 학교(Silberman School of Social Work)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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