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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에 다음 11명의 추천 및 선임을 발표하여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기회 확대에 치중하는 팀 구성을 지속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행정부에서 새 역할을 맡게 된 이 유능한 인재들을 환영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각자는 그들의 직위에 새 에너지와 신선한 관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들과 협력하여 뉴욕주를 전진시키게 되어 흥분됩니다.” 
 

Gerrard P. Bushell은 뉴욕주 기숙사청 청장 겸 CEO로 봉직하도록 지명될 것입니다. 

Bushell씨는 노련한 투자 고문으로서 미국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민간 및 공공 투자 

전략에 대해 자문해줍니다. 현재 그는 BNY Mellon의 대체 및 전통 투자 관리 사업부의 

선임 관계 고문입니다. BNY Mellon에 입사하기 전에 그는 Kohlberg Kravis Roberts & 

Co.(KKR)에서 고객 파트너 그룹 이사, Arden Asset Management에서 비즈니스 개발 

상무이사 및 Legg Mason 계열 ClearBridge Advisors(구 Citi Asset Management)에서 

기관판매장 등 다수의 선임 고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Gerrard는 뉴욕주 정부에서 

일한 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즉, 뉴욕주 감사관 H. Carl McCall의 선임관, 뉴욕주 

공동퇴직기금의 단독 관재인 및 선도적 기관 투자자로 봉직하였습니다. Bushell씨는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B.A., M.A. 및 Ph.D.를 받았습니다. 이 지명은 상원의 

비준을 요구합니다.  
 

Jerry Boone씨는 세무재정부 장관으로 봉직하도록 지명될 것입니다. 그의 지명은 6월에 

민간 부문으로 복귀할 Kenneth Adams의 지명을 대체합니다. Boone씨는 현재 

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장 겸 커미셔너로 봉직하면서 150,000명을 고용하는 주정부의 

집행부를 위한 인사 파트너 겸 직원 수당 관리자로서 뉴욕주의 인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Boone Consulting의 총괄이사로 봉직하였고, 그전에는 Mid 

South에 렌털 및 기업 재정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한 Pride Properties, LLC의 

창업자 겸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Caesars Entertainment, Inc./Harrah’s Entertainment, 

Inc.에서 법률고문에서부터 주요 자회사의 게임 운영 총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역할을 보유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수석부사장 겸 HR, 통합 & 내부소통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그는 뉴저지주 카지노 재투자 개발청 청장 및 뉴욕주 법무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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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으로도 봉직하였습니다. Boone씨는 Columbia University 학사 및 Boston College 

로스쿨 법학박사입니다. 이 지명은 상원의 비준을 요구합니다. 
 

Sabrina Ty는 환경시설공사의 사장 겸 CEO로 봉직하도록 추천되었습니다. 이 추천은 

EFC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y씨는 가장 최근에 종합복지실 실장 

특별고문으로 봉직하면서 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주지사의 여러 엔터프라이즈 

이니셔티브를 감독하고, 복무 상이군인 소유 비즈니스 프로그램 시행을 감독하였으며, 

이 기관의 MWBE 프로그램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Cuomo 지사의 입법 업무 

담당 부장관으로 봉직하였고, 그전에는 뉴욕주 하원에서 여러 직위를 맡았으며 나중에는 

하원의장 입법고문을 맡았습니다. Ty씨는 몬트리얼의 McGill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 

및 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argaret A. Tobin은 뉴욕시 Jacob K. Javits 컨벤션센터의 개발 담당 부총재로 

선임되었습니다. Tobin씨는 최근에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World Trade Center 3의 16억 달러 채권 융통을 감독하였습니다. Tobin씨는 2012년에 

뉴욕주의 자본 투자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한 주지사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NYWTF(New York Works Task Force)의 실무국장으로서 Cuomo 행정부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녀는 뉴욕주 사상 최초의 10개년 전주 자본 계획 수립을 

주도하면서 47개 기관 및 청에 걸친 1,74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를 조율하였고, 15억 

달러 규모의 600여개 프로젝트를 감독하면서 100%의 정시, 예산내 수행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경력 동안에 Tobin씨는 Cherry Tree Development에서 

이사로, Thor Equities에서 개방 담당 부사장으로, Vornado Realty Trust에서 개방 담당 

부사장, Hudson River Park Conservancy에서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 및 시장의 

재정경제개발실에서 경제개발 담당 이사로 봉직하였습니다. Tobin씨는 Vassar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Stanford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땄습니다.  
 

Axel Bernabe는 보건에 중점을 둔 주지사의 법률고문보로 선임되었습니다. 

Bernabe씨는 최근에 Constantine Cannon, P.C.의 이사로서 10여년 동안 의료, 반독점 

및 복잡한 상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면서 의료 및 보험 산업의 기업들에게 기업 준법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Coudert Brothers, LLP의 어소시에이트로 

봉직하면서 캐나다 법무부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Bernabe씨는 McGill University 

법학부에서 법학박사 및 민사법 박사, University of Ottawa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ehul J. Patel은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최고운영책임자 겸 참모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Patel씨는 현재 ESD에서 참모장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그의 책임에 

COO 역할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Moynihan Station Development 

Corporation의 부사장으로 봉직하면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뉴욕의 

Penn역을 사적인 James A. Farley 우체국 건물 안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역할 이전에 

그는 The Hudson Companies의 선임 프로젝트 관리자였고 HR&A Advisors의 선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Patel씨는 최근에 Urban Land에 의해 40세 이하 글로벌 40인에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Yale University 학사 및 Columbia University 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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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berto (Ed) Vargas는 노동부 노동 관계 담당 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주, 전국 및 전세계의 근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의 

문제에서 30여년간 일한 경험을 지닌 베테랑 뉴욕시 노동 리더입니다. 이전에 그는 

Amalgamated Life Insurance Company의 컨설턴트로서 및 Workers United, SEIU의 

총재 보좌관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UNITE HERE에서 동원 담당 이사로서 및 

구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ILGWU)의 여러 직위에서 

봉직하였습니다. Vargas씨는 월남전 떄 미공군에서 봉직하다가 하사로서 

명예제대하였습니다. 그는 Herbert H. Lehman College와 뉴욕시립대학을 다녔습니다.  
 

Shareema Abel은 가정지역사회갱신부 윤리 위험 준법 담당 커미셔너의 특별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시 교육과 교사수행계에서 현재는 소송 변호사로 봉직하고 

있으며 전에는 종신 교사 징계 심리에 대한 법률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Bronx 

카운티 지방검사실 갱/대사건/살인계에서 지방검사보로 봉직하였습니다. Abel씨는 

Hofstra University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Binghamton University 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Linda Donahue는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 윤리 위험 준법 담당 커미셔너의 

특별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Donahue씨는 현재 뉴욕시 법무과 선임고문으로 

봉직하면서 연방 민권 집단 소송 및 부당 유죄판결 사건을 제소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Kostelantetz & Fink, LLP의 파트너 및 Frankel & Abrams의 

법률고문이었습니다. Donahue씨는 New York University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및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사회사업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Nika Milbrun은 집행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업무를 위한 유권자 담당 이사보로 

선임되었습니다. Milbrun씨는 최근에 Terra Strategies에서 민주당 하원 캠페인 위원회를 

위한 지역 필드 디렉터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Dell Smitherman의 2014 주 

상원 캠페인을 위한 필드 디렉터였고 그전에는 UN 아동 권리 & 비즈니스 워크숍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뉴욕주 상원 민주당 컨퍼런스를 위한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녀는 One Nation Working Together의 지역 필드 조직자였을 

뿐만 아니라 뉴욕시 감사관으로 출마한 David Yassky의 캠페인을 도왔습니다. 

Milbrun씨는 Baruch College 출신입니다. 
 

Matthew L. Ossenfort는 주 인력투자단에서 봉직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Ossenfort씨는 2013년 11월에 Montgomery 카운티 집행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3세인 

그는 뉴욕주 최연소 현직 카운티 집행관입니다.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암스테르담시 학교들을 다녔고 Montgomery 카운티의 평생 주민입니다. 졸업후 그는 

뉴욕주 하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 의원들을 위해 다양한 지위에서 

일하였습니다. 2007년에 그는 George Amedore 하원의원의 참모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주 Montgomery 카운티 Habitat for Humanity의 창립회원 겸 총재이기도 

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의 제일 집행관으로 선출되기 전에 그는 뉴욕주 상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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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입법 애널리스트로 일하였습니다. Ossenfort씨는 University at Albany에서 정치학 

및 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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