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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그의 과감한 안건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팀을 아래와 같이 신규 

편성하여 행정부에 편입시켰다고 금일 발표했다. 

 

“저를 도와 줄 인물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 “그들이 그간 공익을 위해 헌신한 

점을 치하하며 뉴욕 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Roberta Reardon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Reardon 여사는 이전에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FL-CIO)의 일반경제 특별 연락 담당관을 역임했으며 165,000 명의 

예능 산업 조합원으로 구성된 SAG-AFTRA의 공동 설립 회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다. Reardon 

여사는 또한 미국 TV 및 라디오 연예인 조합 (AFTRA)의 총 회장, AFTRA 건강 및 퇴직 기금, 미국 

배우 기금, 뉴욕 시 노동위원회의 이사회 위원, 코넬 대 노동 협회 회원의 경력도 가지고 있다. 

Reardon 여사는 와이오밍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David Contreras Turley는 선거관리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Turley 국장은 인권 캠페인의 지역 

부책임자로 활동하여 Rhode Island, Maryland, New York에서 성공적으로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그는 LGBT 인권 신장을 위한 맨해튼 지구 Cy Vance 캠페인의 지휘자로 

활동하였으며 콜로라도에서 라틴계 인권 신장 단체의 지휘자로 오바마와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 Vanderbilt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Sherry Hwang Rodriguez는 Cuomo 행정부 최고 지도자 회의의 노동 수석 정책 고문관으로 

임명되었다. Rodriguez 여사는 2013년 9월 특별 위원으로 주지사 행정부에 소속되었으며 

2014년 4월부터 FOIL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녀가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소속 로스쿨의 

지역 사회 경제 발전 클리닉에서 일했으며 뉴욕 시의회, National Financial Partners, 삼성 

C&T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서비스 

(Asi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의 청년부 전문가로 활동하여 위기에 처한 아시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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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청년을 위한 기부금 신청, 리더십 감독, 프로그램 멘토링 및 코치 업무를 담당했다. 그녀는 

또한 Spencer Stuart의 NuVision Federal Credit Union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Rodriguez 여사는 Fordham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Ohio 주립 대학에서 심리학 분야 

공학사를 취득하였다. 

 

Catalina Cruz는 노동고용 문제에 관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착취 노동자 TF팀과 비정식 

고용 합동 단속 TF팀을 이끌게 된다. Cruz 여사는 최근에 뉴욕 시의회 이민위원회의 고문단에서 

활동하여 ‘Key to the City’ 지원 프로그램과 미동행 미성년자 이니셔티브 (Unaccompanied 

Minors Initiative) 감독, 뉴욕시 신분확인 프로그램 (IDNYC) 실행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그녀는 

뉴욕 주 노동부 소속의 이민국 (DIPA)에서 고문단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이민국 

고문단으로 활동할 당시에 그녀는 기관의 반 인신매매 활동을 관리하였다. 또한 Goddard 

Riverside SRO 법률 프로젝트의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저소득 계층을 대변하여 집세를 

법률로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Queens 카운티의 라틴계 변호사 협회와 Cypress Hills 

Child Care Corporation의 위원직을 수행하였다. 그녀는 John Jay College에서 형사 행정학 

문학사, 뉴욕 시립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Mongthu Zago는 Cuomo 행정부 최고 지도자 회의의 FOIL 자문단으로 임명되었다. Zago 

여사는 뉴욕 카운티 대법원 판사 Lucy Billings 및 Kelly O'Neill Levy 대행판사의 서기보로 있었다. 

Fordham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Colorado 대학교 Boulder 캠퍼스에서 문학사를 

취득하였다.  

 

Pam Widener는 Cuomo 행정부 최고 지도자 회의의 연설문 작성자로 임명되었다. Widener 

여사는 VH1과 HBO의 프리랜서 작가 및 프로듀서로 일했으며 다큐멘터리와 TV 시리즈 제작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Baruch College의 역량 개발 작가로 일했으며 Offline 

Entertainment Group 의 개발 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녀는 2012년 Emmy상 후보에 올랐으며 

2008년과 2012년 CINE Golden Eagle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Colgate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The New School에서 논픽션 집필 부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다. 

 

James Regalbuto는 금융서비스부 소속 생명보험 부서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Regalbuto 

부국장은 이전에 Guardian Lif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에서 생명보험 전략 및 지원의 

감독관직을 역임했었다. 또한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Alliant Insurance Services에서 생명 보험 컨설턴트로 재직했었다. Regalbuto 

부국장은 Miami 대학교에서 금융부문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Heriberto Barbot는 차량관리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안전, 소비자 보호, 공기 정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Barbot 차관은 이전에 뉴욕 시 청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의 특별고문 및 수석으로 

활동했으며 뉴욕 시 감독국의 부감사관으로 재직하였다. 또한 William F. Ryan Community 

Health Network의 법무 자문위원, Aetna의 지역 자문위원, NYLCare Health Plans의 보조 법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그는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Brooklyn 

College에서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 공군 하사로 복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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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hAnne Visnauskas는 ‘뉴욕 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주택개발 부문 수석차관으로 임명되었다. Visnauskas 여사는 Robin Hood 

Foundation의 주택자문위원회 상무이사로 재직하여 뉴욕 시 주택 공급을 위해 힘썼다. 그녀는 

또한 뉴욕 시 주택 보호 및 개발부에서 8년간 근무했으며 해당 기관의 위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뉴욕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를 취득했으며 Pennsylvania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Betsy Mallow는 ‘뉴욕 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의 수석차관 및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최근 Mallow 여사는 주지사 행정부의 태풍 복구 사무국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여 

수퍼스톰 Sandy로 인한 피해를 장기간에 복구하는 작업을 감독하였다. 또한 그녀는 허리케인 

Sandy 복구를 위한 백악관 TF팀의 뉴욕 주 부팀장, Boston Consulting Group의 고문위원, Ford 

재단의 영향평가에 대한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했었다. 그녀는 브라운 대학에서 문학사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Nathaalie Carey는 행정부 차관 및 노동부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Carey 여사는 뉴욕 

주 감독국의 보조 감사관 및 Binghamton 소재의 Broome 카운티 정부 CFO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또한 Albany와 Binghamton 등 다양한 전문 대학과 대학교에서 강연을 해 왔다. 그녀는 

뉴욕 주립대 Binghamton 캠퍼스에서 문학사 및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교에서 

약 5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Brian Conley는 행정지원실의 윤리, 리스크, 준수에 관한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Conley 위원은 2002년부터 Orange 카운티 검사 보조, 2006년부터는 Albany 카운티 검사 보조로 

활동했었다. 그는 Albany 로스쿨 법학박사, Hartwick College에서 공학사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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