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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명의명의명의명의 Empire State Fellows 멤버를멤버를멤버를멤버를 영구영구영구영구 고위고위고위고위 정책정책정책정책 담당으로담당으로담당으로담당으로 임명할임명할임명할임명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발표발표발표발표 

 

Jennifer M. Gómez는는는는 Human Services 및및및및 IT 담당담당담당담당 NYS 차관보로차관보로차관보로차관보로 임명임명임명임명 

 

Kisha Santiago-Martinez는는는는 NYS HCR 담당담당담당담당 치안감으로치안감으로치안감으로치안감으로 임명임명임명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의 취임 클래스에 속한 

2명의 멤버들을 뉴욕주 정부 영구 고위 정책 결정 담당으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ennifer M. Gómez는 Human Services 및 IT 담당 NYS 차관보로 임명되었고 

Kisha Santiago-Martinez는 NYS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 담당 치안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뛰어난 리더들이 정책 입안자로 우리의 행정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뉴욕 시민들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승진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최고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뉴욕주 정부 비서인 Cesar A. Perales는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은 뛰어나고 정열적인 인재를 주정부의 수준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 Gómez 씨와 Santiago-Martinez 씨가 

행정부에 어울리는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Korean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의 인재 전문가들이 뉴욕주 정책 입안자로서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풀타임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은  

정부에 제공하는 고유의 기술뿐만 아니라 리더십 잠재력, 공공 서비스 에 대한 헌신, 

그리고 창의력을 분석하는 고도의 경쟁 과정을 통해 선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부에 고유의 필요한 인재를 이끌어온 Gómez 씨와 Santiago-Martinez 

씨를 포함한 2012-2014년도 Empire State Fellows의 클래스로 시작됩니다. 지난 9월, 21명의 

개인들이 2013-2015년도 Fellows 클래스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주주주요요요요 공공공공공공공공 정책에정책에정책에정책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역할역할역할역할 수립수립수립수립  

 

Gómez 씨는 Office of Temporary & Disability Assistanc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등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주요 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Office of Temporary & Disability Assistance의 Empire State Fellowship에서 자신의 첫 해를 

보낸 Gómez 씨는 최근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Executive 

Chamber에서 근무하여 자신의 법률 및 정책 전문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녀의 경력은 뉴욕 시의회에서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및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을 감독하는 종합 복지 

위원회(General Welfare Committee)에 대한 입법 법률 고문을 역임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직책을 맡기 전 Gómez 씨는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의 소송 담당 

연구원이었고, 뉴욕대 법대의 Institute for Policy Integrity에서 펠로우로 활동했습니다.  

  

Gómez 씨는 사회학 및 라틴 아메리카 연구 학사를 이수했으며, Mount Holyoke 단과대에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자신의 J.D. 를 이수했고, 버클리 대학 

법대에서는 California Law Review 담당 편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Dominican Bar 

Association 이사회 회장인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그녀를 

Homelessness & Poverty 위원회 담당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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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현지인처럼 자유롭게 구사하는 현지 

뉴욕 시민인 Gómez 씨는 “Human Services와 정보 기술에 대한 차관보의 직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위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맡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기관 및 행정부와 좋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antiago-Martinez 씨는 자신이 감독하는 Budget Services Unit과 신설된 Project Management 

Office에서 HCR 사업 및 전략 기획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또한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에 대한 연락을 담당하고, Office of Finance and Development(F&D), 

Office of Community Renewal, Office of Housing Preservation, Office of 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정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Empire State Fellowship에 오기 전 Santiago-Martinez 씨는 혼합 금융 프로젝트를 이끄는 

공공 주택 기관과의 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소규모 주택 개발 회사인 Rosenberg 

Housing Group의 부사장 겸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2건의 주택 혁신 및 활성화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건강 이니셔티브 

및 공공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Brooklyn에서 성공적인 Prospect Plaza 재개발에 대한 소매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Santiago-Martinez 씨는 Regional & Urban Planning 학사 학위를 이수하고 

SUNY Albany에서 심리학 학위를 이수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뉴욕 시민입니다. 

 

Santiago-Martinez 씨는 “뉴욕주 HCR(Homes & Community Renewal) 치안감으로 임명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 관리팀은 현재 자금 

조달에 대한 가정, 기업 및 경제 개발 분야에 적용되는 Agate 소프트웨어 구현 등 샌디로 

인한 여러 개의 복구 관련 기술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HCR은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고 뉴욕주에 걸쳐 성공적인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의 주요 활동들을 지휘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은 뉴욕주 정부에서 일할 능력 있는 젊은 전문가와 대학생을 

채용하는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New York Leaders Initiative의 일환입니다. 21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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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해결하는 인력 다양화를 위해 뉴욕이 쏟아 붓는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os.ny.gov/newnyleaders/를 참조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