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정부 3차 임명 중 4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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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폭넓고 혁신적인 주 예산을 통과시킨 후, 

저는 이번에 임명된 행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행정부의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며 뉴욕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뉴욕의 핵심 가치에 도전하는 가운데, 저는 능력 있는 인재들과 함께 

뉴욕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로 

지명될 것입니다. Dominguez씨는 20년 이상 교통과 수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 안전, 

물류 부문에서 근무했으며, 연방정부에서 수많은 관리직을 역임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Obama 대통령과 미국 상원(U.S. Senate)이 만장일치로 Dominguez씨를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파이프라인 및 위험 물질 안전 

관리국(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의 

행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파이프라인 및 위험 물질 안전 관리국(PHMSA)에서 

Dominguez씨는 안전 규정 제정 및 준수를 관리했고 미국 주간 가스 및 액화가스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기타 위험 물질의 철도, 육로, 해로, 항공 운송의 안전 관리를 

감독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의 토목 차관보 보좌를 

역임하여, 미 육군 공병병과(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정책 및 예산 지침을 

감독했으며, 미국 우체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의 정부 관계 및 홍보 부회장을 

맡아, 당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공기관의 입법 및 홍보 목표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부실장 겸 카운슬과 전국 

교통 안전 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위원장 특보, Bill Clinton 

대통령 특보, 백악관(White House)의 인사처 복지고용 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미국 YWCA에서 선임 전략 운영관으로 근무하며, 전략적 비전을 세우고 이 전국적 

조직의 혁신 및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Marie Therese는 스미스 칼리지(Smith 

College)에서 미국학 학사, 빌라노바 대학 로스쿨(Villanova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David Yassky는 뉴욕주 정책국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Yassky씨는 임명받기 전, 

페이스 대학 로스쿨(Pac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교수 겸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New York City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를 이끌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에서 브루클린 지역을 대표하며 의회의 워터프론트 

위원회(Committee on Waterfronts) 및 소상공업 위원회(Committee on Small 

Business)의 위원장을 맡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지대 설정 기준과 택시를 위한 탄소 

배출 기준, 영화 및 방송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과거 

Yassky씨는 Charles Schumer 당시 하원 의장 아래에서 미국 하원 범죄 소위원회(U.S.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n Crime)의 치프 카운슬을 맡기도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에서 공공정책 학사, 예일 로스쿨(Yale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adhuri Kommareddi는 노동력 개발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Kommareddi씨는 

과거 블랙록(BlackRock)에서 신용 투자 관계 및 상품 운영(Credit Investor Relations & 

Product Management) 디렉터 및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에서 잡 원(Job One)의 디렉터,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사무소(Office of 

Hillary Rodham Clinton)의 프로그램 개발 디렉터를 역임했습니다. 커리어를 시작한 

초기, Kommareddi씨는 백악관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및 국가 

경제 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에서 국제 경제 디렉터로 근무했으며, 

백악관(White House)에서 최초 G20 노동장관 회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또한 백악관(White House)에서 부비서관(Associate Staff 

Secretary)을 맡아 Obama를 위한 아메리카 2008(America 2008) 대선 캠페인에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오바마-바이든 트랜지션 프로젝트(Obama-Biden 

Transition Project)와 관련하여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Obama 사무실에서 정책 

코디네이터(Policy Coordinator)로 일하며 정치 캠페인 부문에서 다양한 능력을 

뽐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와 예일 로스쿨(Yale Law 

School)을 졸업했으며 예일 로 저널(Yale Law Journal)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Molly Marcy는 관청 운영을 위한 법제처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Marcy씨는 

수년간의 정부 경험을 행정부(Executive Chamber)의 새 직책에서 발휘할 것입니다. 

최근 Marcy씨는 뉴욕주 상원(New York State Senate)의 민주당 부대표 선임고문을 

맡아, 법적 우선순위를 제정하고 운영과 법제, 정치 문제에 대한 전락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과거 미르람 그룹(MirRam Group)과 해밀턴 캠페인 네트워크(Hamilton 

Campaign Network)에서 부회장 보좌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올버니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Niall O'Hegarty는 재무서비스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O'Hegarty씨는 카라 에퀴티 

파트너스(Cara Equity Partners)의 공동 창업자로 과거 운영 디렉터로 근무하며, 법률 

재무 부문의 투자에 집중하는 회사의 전략 및 운영 기능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과거 

Cuomo 주지사 행정부에서 주지사 선임 부 카운슬 대행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민간 부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송을 비롯해 주 및 연방 재무, 보험 감독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O'Hegarty씨는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의 오스구드 홀 

로스쿨(Osgoode Hall Law School)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Eric Galarneau는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제너럴 

카운슬로 임명될 것입니다. Galarneau씨는 약 20년간 올버니 카운티 검찰(Office of the 

Albany County District Attorney)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올버니 카운티 검찰(Office of 

the Albany County District Attorney) 에서 금융 범죄 및 특수 수사부(Financial Crimes 

and Special Investigations Unit)의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올버니 로스쿨(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anne Hernandez는 선임 교통 정책 어드바이저(Senior Policy Advisor for 

Transportation)로 임명될 것입니다. Hernandez씨는 현재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에서 선임 안전 엔지니어(Senior Safety 

Engineer)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직책을 맡기 전,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에서 뉴욕주 엑셀시어(New York State Excelsior)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Hernandez씨는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바루크 칼리지 막세 스쿨 공공 및 국제 학과(Marx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Baruch College)에서 행정학 석사(M.P.A.)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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