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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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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뉴욕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의 새로운 임명으로 대담하고 진보적인 의제를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결과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uben McDaniel, III씨는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의 대표 대행 겸 최고경영자로 임명되었습니다. McDaniel씨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해왔습니다. McDaniel씨는 이전에 금융 서비스 회사인 레이몬드 

제임스(Raymond James)의 매니징 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2011년에 그는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공인 투자자문 회사인 알엠 캐피탈 매니지먼트 주식회사(RM 

Capital Management, Inc.)를 설립했습니다. McDaniel씨는 애틀랜타 공립학교 

위원회(Atlanta Public School Board)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곳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이끌며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또한, McDaniel씨는 Maynard 

Jackson의 투자 회사인 잭슨 증권 유한회사(Jackson Securities, LLC)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로 11년 이상 역임하며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McDaniel씨는 

샬롯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경제학 및 수학 학사 

학위를,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에서 재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seph Rabito씨는 주지사의 집행 부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Rabito씨는 이전에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청(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에서 임시 

최고정보책임자, 정부간 업무(Intergovernmental Affairs) 차관 및 뉴욕주 운영(State 

Operations)의 부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1년 2월, Cuomo 주지사는 Rabito씨를 

뉴욕주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집행 부커미셔너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OGS)에 입사하기 전에 Rabito씨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부커미셔너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에 임명되기 전에 

Rabito씨 올버니 시의 개발 계획 커미셔너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연방정부 주택 



 

 

도시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Andrew Cuomo 

장관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Norman Birenbaum씨는 대마초 프로그램(Cannabis Programs)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Birenbaum씨는 로드 아일랜드 대마초 규제 사무국(Office of Cannabis 

Regulation)의 집행 이사로 재직했으며, 그곳에서 주 의료용 마리화나 및 산업 대마 

프로그램의 규제, 관리 및 집행을 감독했습니다. Birenbaum씨는 Gina Raimondo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개혁에 

종사했으며 성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행정부 노력의 주역이었습니다. 

Birenbaum씨는 규제 당국 원탁회의(Regulators Roundtable)의 선도적인 조정자로, 

대마초 규제 당국들이 대마초 합법화의 신흥 동향을 공유하고 대마초 정책과 규제의 

모범 사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과 캐나다의 주, 지방 및 영토의 대마초 규제 당국을 

1년에 2회 소집합니다. Birenbaum씨는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에서 정치과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elli Owens씨는 가정폭력방지국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의 

전무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Owens씨는 2017년부터 주지사의 여성부(Women's 

Affairs) 담당 국장으로 일한 후 기관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Owens씨는 뉴욕주 가족계획 지지/출산계획 지지 사무실(Family Planning 

Advocates/Planned Parenthood Advocates)의 대외부(External Affairs) 

부국장이었습니다. 출산계획(Planned Parenthood)에 입사하기 전에는 노스이스트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의 공공 정책 이사직(Public Policy Director)을 역임했습니다. 

Owens씨는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유티카 칼리지(Utica College)로부터 

정치학 및 정부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러큐스 대학의 맥스웰 스쿨(Maxwell 

School)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Emily Kadar씨는 여성부(Women's Affairs) 담당 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Kadar씨는 

이전에 전국 생식 보건 협회(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NIRH) 및 전국 

생식 보건 협회 조치 기금(NIRH Action Fund)에서 7년간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정치 및 

정부 부서(Political and Government Affairs) 수석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녀는 전국 생식 보건 협회(NIRH)의 뉴욕 정책 어젠다를 옹호하고 2019년에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Kadar씨는 이전에 

생식권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의 연방정부 관계팀에서 근무했으며 

페미니스트 다수 재단(Feminist Majority Foundation)에서 젊은 운동가들을 

조직했습니다. Kadar씨는 브랜다이스 대학교(Brandeis University)에서 정치 및 역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becca Wood씨는 주지사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Wood씨는 이전에 뉴욕주 

법정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Trial Lawyers Association)의 제너럴 카운슬 및 입법 

책임자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환자 안전, 의료, 의료 배상 및 의료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과 기타 민사 책임 문제를 포함하여 입법 및 예산 조항에 대한 지원과 반대를 위해 

입법 각서를 제작했습니다. Wood씨는 또한 2년 이상 뉴욕 상원 다수당(New York 

Senate Majority)의 제1 부고문으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뉴욕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 개설, 최저 임금 인상,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개혁, 국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제품 구매제도(Buy American) 

등을 포함해 임원 및 의회와 법안을 작성하고 협상했습니다. Wood씨는 올버니 

법학대학원(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유니온 대학원(Union Graduate 

College)에서 경영학 석사, 올버니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에서 경영학 및 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Jillian Faison씨는 복지부(Human Service) 법률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Faison씨는 가장 최근에 뉴욕주 아동 및 가정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서 입법 및 정부간 부서(Legislation and Intergovernmental Affairs) 담당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그곳에서 보육, 청소년 정의, 아동 복지 및 성인 보호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Faison씨는 또한 이전에 뉴욕주 주택공사정부 

부서(Governmental Affairs for Housing Works) 이사로 근무했으며, 그곳에서 

2020년까지 뉴욕주에서 HIV 전염을 퇴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전염병 

퇴치(Ending the Epidemic) 청사진을 시행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부 

국선변호사로서, 그녀는 청소년 범죄자가 직업 기술을 배우면서 범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성장(Project Growth)"을 만들었으며, 미국교사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의 수석 입법 대표로서 유급 가족 휴가와 15달러 최저 임금을 

얻어냈습니다. Faison씨는 올버니 뉴욕주립대학교(SUNY)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주 디킨슨 법학대학원(Dickinson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Paul Midey씨는 교통(Transportation)을 위한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Midey씨는 6년간 뉴욕주 상원에서 고문으로 일했으며, 그중 1년간 다수당 법률고문 및 

프로그램실(Office of Majority Counsel)에서 선임 법률고문직으로 일했습니다. 상원에서 

Midey씨는 브라운필드 클린업 프로그램(Brownfield Cleanup Program)의 확장 및 개혁, 

25억 달러의 깨끗한 물 인프라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 및 8억 3천만 달러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뉴욕시 지하철 액션 

플랜(NYC Subway Action Plan)을 포함한 주요 입법 정책 이니셔티브의 통과 및 이행을 

협상했습니다. Midey씨는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Craig Herskowitz씨는 조세 및 금융 서비스(Taxation and Financial Services)를 

담당하는 주지사의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Herskowitz씨는 연방 소송, 

규정 준수, 재무 조사 및 자산 몰수에 중점을 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12년이 넘는 법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erskowitz씨는 이전에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형사부(Criminal Division)에서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마약 및 위험 약품 



 

 

부서(Narcotic & Dangerous Drug Section) 및 자산 몰수 및 자금 세탁 부서(Asset 

Forfeiture & Money Laundering Section)의 역할에서 Herskowitz씨는 마약 밀매자 기소 

및 범죄 피해자가 매도프 폰지 사기(Madoff Ponzi scheme)와 엔론 스캔들(Enron 

scandal)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법률 몰수 부서(Legal Forfeiture Unit)의 검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Herskowitz씨는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의 글로벌 금융범죄 

준법과(Global Financial Crimes Compliance Division)에서도 일했습니다. 

Herskowitz씨는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 법률 기관, 

경제 및 정부 학사 학위를, 퀴니피악 대학교(Quinnipiac University) 법학대학원(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oshua Norkin씨는 주택 및 시민권(Housing and Civil Rights)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Norkin씨는 주택, 이민 및 형법 개혁과 관련된 문제의 배경이 

풍부합니다. 최근에 Norkin씨는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의 특별 소송 

단위(Special Litigation Unit)에서 일했으며, 미국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의 2017년 

모범적인 무자력자 변호 프로젝트 인식(2017 Exemplary Indigent Defense Project 

Recognition) 표창 및 수상자를 위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모델인 비구금 

프로젝트(Decarceration Project)의 창립자이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역임했습니다. 

Norkin 씨는 이전에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형사부(Criminal Appeals 

Bureau)의 항소 부보좌관(Associate Appellate Counsel)으로 재직했으며 브롱크스 재판 

사무소에서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의 형사변호 실무자(Criminal Defense 

Practice)로 재직했습니다. Norkin씨는 올버니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세계역사/정치학 학사 학위를, 덴버 대학교(Denver University) 스텀 법과대학(Sturm 

College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ill Starishevsky씨는 공공 안전(Public Safety)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회의소에 입사하기 전, Starishevsky씨는 브롱크스 카운티 지방검사실(District Attorney's 

Office) 수석 재판 보조(Senior Trial Assistant)로 근무했습니다. 브롱크스에서 20년간 

근무한 Starishevsky씨는 수천 건의 사건을 기소하고 아동 학대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폭넓게 강의하고 아동 성적 학대 예방에 대해 

3세에서 8세 아동에게 교육하는 어린이 책과 애니메이션 동영상인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Belongs to Me)'을 저술했습니다. Starishevsky는 매사추세츠 대학교(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서 학사 학위를, 벤자민 엔. 카도조 법학대학원(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Valerie Lubanko씨는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를 위한 법률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 이전에 Lubanko씨는 뉴욕주 운영 집행실(Executive Chamber) 

정보공개법(FOIL) 보좌관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직무에서 그녀는 운영 집행실(Executive 

Chamber)에 제출된 FOIL(정보공개법) 요청을 처리, 검토 및 관리했으며 뉴욕주 

공무원법(Public Officers Law)에 관한 운영 집행실(Executive Chamber) 회원들에게 



 

 

법적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Lubanko씨는 3년 동안 올버니시 제1 보조 법무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2년간 콜로니 타운 보조 타운 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Lubanko씨는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교(Mount Holyoke College)에서 영어 학사 학위를, 올버니 

법학대학원(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ane Wiesenberg씨는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을 위한 정책 고문(Policy 

Advisor)으로 임명되었습니다. Wiesenberg씨는 이전에 Cory Booker 뉴저지 상원의원의 

일정 관리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Wiesenberg씨는 이전에 시티그룹(Citigroup)의 공공 

금융 분석가(Public Finance Analyst)로 재직했으며, 그곳에서 지방 발행인 고객을 위한 

채권 구조화 모델을 개발하고 마스터 합의 협상(Master Settlement Agreement)과 관련된 

담배 분쟁조정 증권화(Tobacco Settlement Securitization) 거래에 대한 현금 흐름 모델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Wiesenberg씨는 콜비 칼리지(Colby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Benning DeLaMater씨는 공공 안전(Public Safety) 공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DeLaMater씨는 이전에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공공 정보 책임자,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전문 미디어 

강사(Professional Media Lecturer), 뉴욕과 매사추세츠 전역의 여러 일간지에서 신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DeLaMater 씨는 올버니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역사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의 에스. 아이. 뉴하우스 공공 

커뮤니케이션 스쿨(S.I. Newhouse School of Public Communications)에서 인쇄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yle Kotary씨는 보건 및 정신건강부(Health and Mental Hygiene) 공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Kotary씨는 최근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 주식회사(Hospice & Palliative 

Care Inc.)의 최고재무관리자를 역임했으며 이전에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of 

Health) 외무, 원조 활동 및 마케팅 담당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Kotary씨는 약 30년간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위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Kotary 씨는 해밀턴 

칼리지(Hamilton College)에서 정부 및 경제학 학사 학위를,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의 맥스웰 시민권 및 공공 부서 학교(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에서 행정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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