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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행정부 인사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행정부에 오늘 새로운 인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뉴욕을 재건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정부로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훌륭하고 밝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러한 인재들은 우리가 이 상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eff Lewis 씨가 주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합류하기 전 

Lewis 씨는 6년 이상 당시 Hochul 부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처음에는 

외무국장(Director of External Affairs)으로, 그 다음에는 비서실장(Chief of Staff)을 

역임했습니다. Lewis 씨는 레치아(Recchia) 의회(NY-11) 재정국장(Finance Director)과 

민주당 의회 선거운동위원회(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와 미국 하원 

의원회(U.S. House of Representatives) 스탭 역할을 맡았고, 당시 대표였던 Hochul(NY-26) 

의원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당시 이리(Erie) 카운티 서기 Hochul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inda Sun 씨가 수석 대변인(Deputy Chief of Staff)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un 씨는 

이전에 NYS 금융 서비스국에서 정부 간 업무 부국장 및 최고 다양성 

책임자(Intergovernmental Affairs & Chief Diversity Officer)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양성 사무차장(Deputy Chief Diversity Officer) 겸 뉴욕시 행정회의소(NYS 

Executive Chamber) 아시아지역 사무국장(Director of Asian American Affairs), 글로벌 

뉴욕 뉴욕주 개발공사(Global NY at Empire State Development) 외교국장(Director of 

External Affairs), Grace Meng 뉴욕시 하원의원의 비서실장(Chief of Staff) 등도 

역임했다. Sun 씨는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임명된 아시아계 미국인이자 1세대 

이민자입니다.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의 교육 대학(Teachers 

College)에서 석사 학위와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버나드 칼리지(Barnard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elissa Bochenski 씨가 수석 대변인(Deputy Chief of Staff)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당시 Hochul 부주지사의 수석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뉴욕주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M&T 은행에서 전략 관계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녀는 당시 대표였던 Hochul(NY-26) 위원의 실무 보조 및 

사무 부장(Executive Assistant and Office Manager)을 맡았습니다. Bochenski 씨는 

카니시우스 칼리지(Canisius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ulissa Gutierrez 씨는 2020년 초 뉴욕주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로 

임명되었고 Hochul 행정부 하에서 이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로서, Gutierrez 씨는 주정부 인력 내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시민, 경제 및 사회적 권한을 증가시켰습니다. 2021년 5월, Gutierrez 씨는 뉴욕시와 

주로부터 첫 MWBE 유역 인사 50인 목록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Gutierrez 씨는 

이전에 주지사 사무실에서 선거구 사무 부국장(Deputy Director of Constituency Affairs)을 

지냈으며, 전국 라틴계 선출 및 임명 교육 기금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atino Elected 

and Appointed Officials Educational Fund)와 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특별 보좌관(Special Assistant 

to the Commissioner)으로 근무했습니다. Gutierrez 씨는 새로운 이민자 지역사회 

강화(New Immigrants Community Empowerment) 이사회 일원이며 퀸즈 공립 

도서관(Queens Public Library) 의 수탁자이며 퀸즈 공립 도서관 재단(Queens Public 

Library Foundation)의 이사회 일원입니다. 그녀는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사회 서비스 행정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델라웨어 대학(University of 

Delaware)의 여성학부에서 국제 관계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Shirley Paul 씨가 주지사의 선임 고문(Senior Advisor)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SUNY Systems 행정부에서 법제 담당 차관보(Assistant 

Director for Legislative Affairs)를 역임했습니다. Paul 씨는 수석 고문 및 자문위원, NYS 

Court System의 법률 사무원으로 당시 부주지사였던 Hochul 의원과 함께 일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Paul 씨는 당시 Joseph R. Biden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단체 소속으로 뉴욕시 및 

뉴욕주가 선정한 2019년 Class Albany 40 Under 40에 주정부의 유망주로 

선정되었습니다. Paul 씨는 아이티 혈통의 브루클린 1세대입니다. 

델라웨어주립대(Delaware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학사, 브루클린 

칼리지(Brooklyn College)의 도시계획 및 행정학 석사, 뉴욕 로스쿨(New York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Sinéad Doherty 씨가 행정 사무차관(Deputy Secretary for Executive Operations)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아동 

비영리 굿타이딩스 재단(Good Tidings Foundation)의 운영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Doherty 씨는 바이든 미국 대선 캠페인에 참여해 에이미 포 아메리카(Amy For America) 

캠페인의 전국 선거 지원 이사(National Trips Director)로 활동한 뒤 대리 일정과 

아이오와(Iowa)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운영 이사로 당시 부지사였던 

Hochul 의원을 위해 근무했으며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장관 Sylvia Mathews Burwell의 기밀 보좌관(Confidential Assistant)을 



 

 

역임했으며 당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Nancy Pelosi를 위한 선진국 부국장(Deputy 

Director of Advance)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의 국제 관계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adma Seemangal 씨가 정책 운영 차관(Deputy Secretary for Policy Operations)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eemangal 씨는 이전에 글로벌 전략그룹 통신홍보국장(Director of 

Communications and Public Affairs), 엠파이어스테이트 펠로우(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을 거쳐 그 당시 부주지사였던 Hochul를 위해 선임고문(Senior Advisor)을 

역임했습니다. 여성 변화 창조(Women Creating Change)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Indo-Caribbean Alliance, Inc. 상임이사 직무대행(Acting Executive 

Director)을 역임했고, 뉴욕시 시민공모(Public Advocate for the City of New York) 정책 

컨설턴트, Ritchie Torres 뉴욕시의원, 뉴욕시 문화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의 팀 컨설턴트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세인트로렌스 대학(St. 

Lawrence University)에서 영문학 연구 및 정부 관계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뉴 

스쿨(New School)의 밀라노 국제 관계 스쿨(Milano School for International Affairs)의 도시 

정책 분석 및 관리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azel Crampton-Hays 씨가 대변인(Press Secretary)으로 임명되었습니다. 

Crampton-Hays 씨는 가장 최근에 뉴욕시 감사관 Scott Stringer의 대변인(Press 

Secretary)을 역임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제1 공보 차관보(First Deputy Press 

Secretary)를 포함하여 주지사 공보실(Governor's Press Office)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오벌린 칼리지(Oberlin College)의 정치 및 종교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Jelanie DeShong 씨는 정부간 업무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Intergovernmental 

Affairs)로 임명되었습니다. DeShong 씨는 가장 최근에는 뉴욕주립보건과학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Downstate Health Sciences University) 정부관계국장(Director of 

Government Relations)을 역임했고 지역사회 참여국장(Director of Community 

Engagement)으로 그 당시 부주지사였던 Hochul 의원을 위해 일했습니다. DeShong 씨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거의 10년간 고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DeShong 씨는 

그레나디언 혈통의 브루클린 1세대입니다. 그는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을 거쳤습니다. 

DeShong 씨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적인 구성원이고 그가 자란 

브루클린(Brooklyn)의 플랫부시(Flatbush)에 살고 있습니다.  

  

Devan Cayea 씨가 전략 계획 및 일정 관리 책임자(Director of Strategic Planning 

and Scheduling)로 임명되었습니다.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Cayea 씨는 최근 전환 팀과 

Alex Padilla(D-CA) 상원의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아미 포 아메리카(Amy for 

America) 대선 캠페인의 전 수석 고문이자 국가 전략 기획 책임자(Director of National 

Strategic Planning)였으며 Klobuchar 상원의원의 Capitol Hill 사무실의 운영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였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 주기 동안 제2 신사 Doug 

Emhoff를 위한 국내 여행을 조정하면서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Cayea 씨는 Nancy Pelosi(D-CA)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일정 및 



 

 

추진(Scheduling and Advance) 부국장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Cayea 씨는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의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ohat Aird-Bombo 씨가 Advance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Aird-Bombo 씨는 그 

당시 부주지사였던 Hochul 의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선진 및 특별 

행사(Advance and Special Events) 책임자였습니다. Aird-Bombo 씨는 뉴욕 지역 운영 

책임자(New York Regional Operations Director)로서 Mike Bloomberg를 위해 202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전 직책에는 뉴욕 시의회 의장 Melissa Mark-

Viverito와 Corey Johnson을 위한 선임 어드밴스 리더(Senior Advance Lead) 역할도 

포함됩니다. 그 전에, 그는 뉴욕 공립학교 시스템(New York Public School)에서 운영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 직책을 맡았습니다. 브롱스(Bronx)에서 태어나 

브루클린(Brooklyn)에서 자란 Aird-Bombo 씨는 2018년 브롱스(Bronx)로 돌아와 남편 

Andy와 함께 첫 집을 구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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