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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아동아동아동아동 및및및및 가족가족가족가족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임명을임명을임명을임명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oberto Velez씨를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커미셔너로 임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서에서 Velez씨는 뉴욕주에서 최대 708,000명을 돌보는 21,000여 

아동관리서비스기관에 대한 규정을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Velez씨는 뉴욕시 집행유예관찰국 전 

커미셔너이자 뉴욕시 행정심판사무국의 전 수석판사를 역임한 분으로, 실무관리, 행정법, 

형사행정학 문제, 준수 및 비영리법 전문가입니다. 

 

“Roberto Velez씨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의 커미셔너로 우리 팀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Roberto씨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그분의 리더십과 경험은 이 부서와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Roberto씨가 뉴욕주를 위해 복무하면서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oberto Velez씨는 최근까지 건강, 주택 및 경제 개발 서비스를 뉴욕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기관들의 라틴계 네트워크인 Acacia Network, Inc.의 기업준수 및 카운셀(Corporate Compliance and 

Counsel) 부사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 기관과 관련된 모든 계약, 부동산, 고용 및 

소송 문제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밖에도, Velez씨는 Acacia 이사회의 핵심 법률자문관을 

역임하였습니다. 

 

2002년 1월, Bloomberg 시장은 Velez씨를 뉴욕시 행정심판사무국의 수석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행정법 판사를 감독하고 380만 달러의 예산을 감독하였습니다. 

 

2008년, Velez씨는 환경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곳은 뉴욕시 보건 및 안전 

법원입니다. Roberto씨는 다섯 개 보로 사무국에서 200명의 심문관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이 

행정법판사들은 700,000건의 위반 사항을 주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1,700만 달러의 연간 예산도 

관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사무국과 환경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푸에르토리컨 변호사협회 이사로 

활동했고 뉴욕시 집행유예관찰국의 여러 직책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Velez씨는 

집행유예관찰국의 초대 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이곳에서 그는 1,600명의 직원들과 연간 

7,000만여 달러의 예산을 포함해 기관업무 감독 활동으로 커미셔너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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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감독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집행유예관찰국장으로 임명되어 연간 약 90,000건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와 25,000명의 

청소년들을 감독하였습니다. 그는 집행유예관찰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높은 범죄 발생 지구를 

대상으로 범죄 줄이기 및 이웃 만들기 활동인 이웃 방패 작전(Operation Neighborhood Shield)을 

실시하여 공공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뉴욕주 국무장관인 Cesar A. Pera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Roberto Velez씨를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커미셔너로 임명하신 것이 치하 드립니다. Roberto씨는 이 직책에 적합한 

뛰어난 이력을 갖추신 훌륭한 공복입니다. 우리 뉴욕주 아동과 가족에게 확실한 혜택을 줄 이 

당연한 자리에 오르신 Roberto씨께 축하를 보냅니다.” 

 

Acacia Network, Inc. 의장인 Milagros Baez-O'Too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berto Velez씨는 수많은 

세월을 민관 부문에서 활동하신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가족과 아동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돕고 제공하는데 리더십과 진정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공복을 

선발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Acacia Network, Inc. 사장인 Hector Dia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Roberto Velez씨를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왔습니다. Roberto씨는 민관 부문과 비영리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훌륭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전문지식, 열정 및 뛰어난 판단력으로 이 경험을 뉴욕주의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Roberto씨는 또한 매우 청렴한 성품을 지닌 분입니다. Roberto씨는 South 

Bronx에서 어렵게 자라고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으로써 개인적이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뉴욕의 아동과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Roberto 

Velez씨만큼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커미셔너에 적합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New York 법학대학장 겸 총장인 Anthony Cro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berto Velez씨는 풍부한 

경륜과 정부 및 비영리 사회복지 행정 업무의 실무 역할에 따른 시각 그리고 변호사 활동 경험을 

새로운 업무에 접목시킬 뛰어난 공복입니다. Giuliani 및 Bloomberg 행정부에서 Roberto씨와 오랜 

세월을 함께 일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그는 시민들에 의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하고 열정적인 뛰어난 리더십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와 똑깥은 정신과 헌신적인 활동을 새로운 직책에서도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Samaritan Village의 CEO인 Tino H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집행유예관찰국과 소년법원 

그리고 최근 Acacia에서 활동하신 Velez씨의 광범위한 경험을 보건대, 저는 이 중요한 기관을 이끌 

사람으로 이만한 사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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