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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3차 임명 중 3차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행정부 인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날부터 우리 정부는 뉴욕 주민을 위한 진정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명하고 능력 있는 팀과 가속도를 유지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함께 뉴욕을 더욱 강하고 공정하며 

번영한 주로 만들 것입니다.”  

  

Jill DesRosiers 씨가 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Jill DesRosiers 씨는 주지사의 집행 

부비서관이었습니다. DesRosiers 씨는 정부 사무실간의 업무, 일정 및 운영, 지역 및 

유권자 관리국, 특별 행사 및 업무관련 약속 등을 감독했습니다. 해당 역할 이전에 

DesRosiers 씨는 집행 업무 담당 부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주지사의 일정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DesRosiers씨는 수년간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의 요직에서 근무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시스템 공학(Systems 

Engineering) 학위를 이수한 DesRosiers 씨는 원내대표 Gifford Miller 및 Christine Quinn 

밑에서 12년 동안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에서 고위직을 맡았습니다.  

  

Patrick A. Murphy 소장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Patrick A. Murphy 

소장은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주 방위군국 합동 직원(National Guard Bureau Joint 

Staff) 관리자로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41년 이상의 군대 복무를 마쳤습니다. Murphy 

소장은 주 방위군국장의 참모 장교를 맡아 450,000명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병사를 감독했습니다. Murphy 소장의 임무는 주 방위군국 합동 직원(National Guard 

Bureau Joint Staff) 감독, 행정 당국(Civil Authorities)을 위한 국토 방어(Homeland 

Defense)와 방어 지원(Defense Support)이었습니다. Murphy 소장은 이전에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16,000명 이상의 시민군을 통제하는 부관 참모로 

근무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기 전 Murphy 소장은 쿠웨이트에서 미 제 3군 주 

방위군(National Guard Affairs) 참모부장, 미 북부사령부(U.S. Northern Command)에서 

시민 지원 계획(Civil Support Plans)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Murphy 소장은 헬리콥터 

조종사였으며 중대 및 대대급과 여대 고위직급에서 복무했습니다. Murphy 소장은 

아이오와 주립 대학교(Iowa State University)에서 이학사 학위, 펜실베이니아 

시펀스버그 대학교(Shippen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육군 대학원(U.S. Army War College)을 졸업했습니다.  



 

 

  

Angela Fernandez 씨는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 커미셔너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Fernandez 씨는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의 이사 및 감독 변호사였습니다. Fernandez 씨는 국내 

최초로 일반 법원에서 임명한 수감된 이민자용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Fernandez 씨는 또한 사우스 브롱크스와 워싱턴 D.C.에서 두 초등학교를 세우고 

관리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 시설(Rikers Island Correctional Facility)에서 

여성 수감자를 위한 여성 연구 프로그램(Women's Studies Program)도 최초로 진두 

지휘하고 시행했습니다. Fernandez 씨는 이전에 Bill Bradley 미국 상원의원 집무실에서 

근무했으며 José Serrano 의원 직원의 구역장이었습니다. Fernandez 씨는 컬럼비아 

법대(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를 졸업했으며 20년 이상의 미국 및 국제 인권 

및 시민권 옹호 경험이 있습니다.  

  

Dale Bryk 씨는 에너지 및 환경부(Energy and the Environment) 부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Bryk 씨는 현재 자연 보호 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Bryk 씨는 계획 사무장, 프로그램 감독, 에너지 및 교통 

프로그램(Energy & Transportation Program) 감독 등 다양한 직위에 있었습니다. 자연 

보호 위원회(NRDC)에서 21년 동안 기후, 에너지 효율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청정 교통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습니다. Bryk 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예일 법대(Yale Law 

School) 환경 법률 사무소(Environmental Law Clinic)에서 가르쳤습니다. 자연 보호 

위원회(NRDC)에 들어가기 전 뉴욕에서 법인 법을 담당했습니다. Bryk 씨는 콜게이트 

대학교(Colgat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 플레처 법 및 

외교 학교(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석사 학위, 하버드 법대(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hnathan Smith 씨는 시민 권리 담당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mith 씨는 현재 

워싱턴 D.C.의 전국 시민권 단체인 무슬림 옹호 단체(Muslim Advocates)의 법률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Smith 씨는 Obama 행정부 미국 사법부(U.S. Department of 

Justice) 시민권 부서(Civil Rights Division)에서 법무부 보좌관의 수석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그 전에 Smith 씨는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정당 방위 및 교육 기부금(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소속 변호사였고 프라이드 프랭크 해리스 슈리버 앤 제이콥슨(Fried 

Frank Harris Shriver & Jacobson LLP)의 회원이었습니다. Smith 씨는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제 5 구역(the Fifth Circuit)의 Carl E. 

Stewart 판사의 서기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Smith 씨는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문학사 학위, 교육학 석사 학위, 뉴욕 법대(NYU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aria Vullo 씨는 뉴욕주 모기지 기관(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의 

구성원으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Vullo 씨는 현재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에 들어가기 전 Vullo 씨는 폴, 



 

 

웨이스, 리프킨드, 워톤 앤 개리슨(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의 소송 

파트너로 카운티 전역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 민사, 형사, 규제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Vullo 씨는 또한 뉴욕주 검찰총장 집무실 경제 정의부서(Economic Justice Division)에서 

Cuomo 뉴욕주 검찰총장의 사무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Vullo 씨는 투자자보호, 반독점, 

부동산 금융, 소비자 사기 및 인터넷 국들을 감독하며 뉴욕주 전역의 조사를 이끌어 

투자자와 소비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했습니다. Vullo 씨는 뉴욕주립대 법과대학(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주립대 와그너 

대학원 공공서비스 대학(New York University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의 고위급 리더십 프로그램(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공공회계 석사 학위를 땄으며,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칼리지(College of Mount Saint 

Vincent)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Vullo 씨는 법대 졸업 후 개업하기 전 

버지니아 동부 지구(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미국 연방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의 John A. MacKenzie 판사의 서기였습니다.  

  

Mimi Reisner 씨는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전략부(Communications and Digital 

Strategy)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Reisner 씨는 이전에 

커뮤니케이션부(Communications)의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Reisner 씨는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Communications Initiatives) 

관리자였으며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국장의 미디어 활동 연락 

담당자였습니다. Reisner 씨는 리하이 대학교(Lehigh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hn Maggiore 씨는 주지사의 수석 고문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직위에서 Maggiore 

씨는 주지사 집무실에서 업스테이트 경제 개발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mpire State 

Development)을 감독할 예정이며 업스테이트 정부간 업무를 지시할 예정입니다. 

Maggiore 씨는 최근에 정책 관리자였습니다. Maggiore씨는 그 전에 Robert Duffy 

부지사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에는 Cuomo 주지사의 지역문제(Regional 

Affairs) 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Cuomo 검찰총장의 정책자문관, Cuomo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장관의 

보좌관, 버펄로 주립 칼리지(Buffalo State College) Muriel Howard 총장의 

대외정보(Communication) 담당관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파트너십(Buffalo Niagara Partnership)의 이리 카운티 안정화 프로젝트(Erie County 

Stabilization Project)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Maggiore씨는 Mario Cuomo 주지사가 

신임하는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는 버펄로 토박이로 코네티컷 

칼리지(Connecticut College)에서 문학사학위를,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Amanda Lefton 씨는 에너지 및 환경부(Energy and the Environment)의 첫 담당 

차관보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Lefton 씨는 뉴욕 자연 보호(The Nature Conservancy)의 

정책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전에 Lefton 씨는 로체스터 지역 합동 노동자 연합 



 

 

위원회(Rochester Regional Joint Board of Workers United) 올버니 구역(Albany 

District)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주 하원(State Assembly)에서 입법 회원으로 근무했으며 

주 상원(State Senate)에서 일했습니다. Lefton 씨는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auren Melendez 씨는 교통부(Transportation) 차관보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현재 

Melendez 씨는 뉴욕주 상원 재정 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교통 및 

인프라(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수석 분석가로 근무 중입니다. Melendez 씨는 

이전에 타이즈 센터(Tides Center)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퓨처(Empire State 

Future)의 프로젝트 보좌였습니다. Melendez 씨는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에서 문학사 학위와 지역 계획(Regional Planning)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Daniel Horwitz 씨는 공공 윤리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 

JCOPE)에 임명되었습니다. Horwitz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 윤리 합동 

위원회(JCOPE) 커미셔너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Horwitz 

씨는 맥래플린 앤 스턴(McLaughlin & Stern)의 화이트 칼라 보호 및 조사(White Collar 

Defense and Investigation Practice)의 회장입니다. Horwitz 씨는 이전에 뉴욕 카운티 

보조 지방 검사로 약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기 담당 기관에서 복잡한 비즈니스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했습니다. Horwitz 씨는 뉴욕 슈퍼 로이어스(New York Super 

Lawyers)가 선정한 톱 100 뉴욕 메트로 변호사(Top 100 New York Metro Attorney)에 

2012년부터 이름이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슈퍼 로이어(Super Lawyer)가 되었으며 

2012년 이래 베스트 로이어스 인 아메리카(Best Lawyers in America)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 보호 분야의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orwitz 씨는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법대(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에서 우등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ihoon Kim 씨는 John Maggiore 수석 고문관의 직원 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해당 

직위에서 Kim 씨는 업스테이트 경제 개발, 정부간 업무 및 정책의 조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Kim 씨는 뉴욕주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 

법무(Legislative Affairs)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Kim 씨는 또한 이전에 뉴욕주 

상원(State Senate)에서 근무했습니다. Kim 씨는 마리스트 칼리지(Marist College)에서 

이학사 학위,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 실버맨 사회 복지 학교(Silberman School of 

Social Work)에서 사회 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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