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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행정부 임명자, 지명자 및 추천자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행정부 임명자, 지명자 및 추천자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뉴욕주를
운영하고 주민을 위해 힘써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은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부터 주 재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Jeanette M. Moy는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최근까지 뉴욕시의 보건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관인 공중보건
솔루션(Public Health Solutions)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Moy는 PHS의 재무 및 회계, 인사, 정보 기술, 시설 및 부동산 관리, 계약 및 경영 서비스
팀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뉴욕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New York
Attorney General)의 COO로서 33개 장소에서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과
1,800명의 직원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운영을 감독하고 전사적 현대화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Moy는 부르클린 공립 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의 최고 전략
책임자(Chief Strategy Officer)로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시장실에서 부국장 겸 수석 정책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객 서비스 전략, 기술, 혁신을
위해 힘썼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기 전에는 부즈 알렌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와 Anthem이라는 건강보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Moy는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정치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oy는 상원의원이 임명을 확정할 때까지 국장 대행으로 일하게 됩니다.
Maria Imperial은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 국장으로 임명됩니다.
Imperial은 최근까지 YWCA White Plains & Central Westchester의 CEO로 일하면서
인종차별 문제와 여성 권한 부여를 위해 힘썼습니다. Imperial의 리더십으로 YWCA는
2600만 달러 규모의 주거지 친환경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노스 스트리트 액티비티
센터(North St. Activity Center)의 400만 달러 채권 재융자, 2021년 문을 열게 될
인종평등 센터(Center for Racial Equity) 설립을 포함하여 YWCA의 사명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Imperial은 웨스트체스터
914(Westchester 914)로부터 2018년 비즈니스 우먼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포드햄

법대(Fordham Law School)의 사회정의 피릭 센터(Feerick Center for Social Justice)의
정의 부문 대상(Champion of Justice Award),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인권을 개선한
것에 대한 웨스트체스터 인권 위원회상(Westchester Human Rights Commission
Award), 웨스트체스터 지역사회 기회 프로그램(Westchester Community Opportunity
Program, WESTCOP) 커뮤니티 서비스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비영리
웨스트체스터(Nonprofit Westchester) 이사회의 일원이며, 제9사법지구(Ninth Judicial
District)의 법원위원회(Courts Committee)에서 여성 자문 위원회(Advisory Board for the
Women)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mperial은 O'Melveny and Myers 법무법인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로버트 와그너 행정대학원(Robert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과 하버드 법대(Harvard Law School)를
졸업했습니다. Imperial은 상원의원이 임명을 확정할 때까지 국장 대행으로 일하게
됩니다.
Jackie Bray는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국장으로 임명됩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 병원 입원자 급증 문제를 해결한 후 Hochul 주지사 행정부에
합류하여 NYC Test and Trace Corps의 부책임자 겸 뉴욕시 백신접종 캠페인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시장실 산하 임차인 보호 담당실의 초기 책임자로서
임차인의 권리와 뉴욕시의 200만 임대 가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무소를
구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노숙자
시스템인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의 최초
부국장(First Deputy Commissioner)으로 일하면서, 뉴욕시의 Turning the Tide on
Homelessness Plan의 일상적 업무와 운영을 감독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Bray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부국장 및 미국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의 국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담당한
업무는 주로 기상 위성 프로그램을 안정화하고, 주 및 지방에 수준 높은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의 비전을 실천하며, 기후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시건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을 졸업했으며 콜롬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메일맨 공중보건 대학(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Bray는 공공 부문 변화 관리 및 관료주의 실현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Bray는 상원의원이 임명을 확정할 때까지 국장 대행으로
일하게 됩니다.
Lucy Lang은 뉴욕주 감사관(Inspector General of the State of New York)으로
임명되었습니다. Lang은 최근까지 검찰개혁 기관(Institute for Innovation in
Prosecution, IIP)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검사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법 제도
시스템에서 안전, 공정, 존중을 홍보했습니다. IIP는 Lang의 리더십 덕분에 사법제도
개혁을 옹호하고, 경찰이 관련된 총격 및 살인 사건을 줄이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기소 지침을 마련하며, 경찰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2006년에 Lang은 처음에 상고부(Appeals Bureau), 나중에는 재판부(Trial Division)에서
맨해튼(Manhattan)의 DA 보조로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방 검사의 특별

위원회(Special Counsel)와 검사들에 대한 법률 교육을 확대하고 검찰 개혁 정책을
수립한 Manhattan D.A. Academy라는 내부 싱크탱크의 최고 책임자로도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사이드 크리미널 저스티스’(Inside Criminal Justice)라는 검사를 위한
최초의 대학교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학생들이 감옥 내부에서 사법제도를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뉴욕 법률 저널(New York Law Journal)은 Lang을 라이징
스타(Rising Star)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빌 클린턴 전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대통령이 만든 2017년 클래스 오브 프레지덴셜 리더십 스칼라(Class of
Presidential Leadership Scholars)의 멤버였으며,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구성원으로 일했습니다. Lang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격려한 교육자로 인정 받아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로부터
2020년 엘리자베스 헐록 베크맨상(Elizabeth Hurlock Beckman Award)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태스크 포스에서 2021년 인종 불평등 및 경찰
개혁(Racial Injustice and Police Reform) 부문과 2021년 인종차별, 사회 평등 및
법률(Racism, Social Equity, and the Law) 부문에서 활약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헌법 수정 19조 100주년을 맞아 부여된 여성 참정권을 다룬 아동 서적인 March On!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Lang은 워스 매거진(Worth Magazine)의 세상을 바꾸는
50인의 여성(50 Women Changing the World)에 올랐습니다. Lang은 스와스모어
칼리지(Swarthmore College)의 정치학 학사와 콜롬비아 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보험기금(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NYSIF) 국장이 Gaurav Vasisht를 전무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asisht는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전회장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3명의 뉴욕
주지사의 변호사였으며,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와 그
전의 뉴욕 보험부(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뉴욕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Volcker
Alliance("Alliance")의 수석 부사장 겸 재무 관계 프로그램 이사였던 Vasisht는 전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의 Paul A. Volcker 의장 및 다수의 Volcker Alliance 이사회
구성원에게 재무 안정성과 규제에 대해 조언하는 고문이었습니다. Vasisht는 개혁안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 주택 및 도시계획 부문의 상원 위원회, 주택 재무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재무 규제 기관 등을 포함한 Alliance의
정책 우선순위를 연방 정부에게 홍보했습니다. Alliance에 합류하기 전에 Vasisht는
뉴욕주 정부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DFS의 부감독관으로 일하면서
금융 부문(Banking Division)을 이끌었으며, 그 전에는 DFS의 선임 기관인 뉴욕주
보험부(Insurance Department)의 수석 부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Vasisht는 또한 3명의
뉴욕 주지사의 최초의 부법률고문 및 부고문으로 일했으며, 뉴욕주 법무장관실의
투자보호국(Investment Protection Bureau)에서 법무장관 보조로 일했습니다.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및 세인트 존스 대학교 법대(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를 졸업한 Mr. Vasisht는 듀크대 법대(Duke Law School)의 글로벌 재무
마켓 센터(Global Financial Markets Center)에서 비레지던트 펠로우였으며 Penn Law의
규제심사(Regulatory Review)의 기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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