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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1-2023 펠로우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1-2023년 펠로우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행정부 펠로우들은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펠로우 그룹은 다르지 않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뉴욕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을 통해 주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Empire State Fellows 

Program)은 공직에서의 경력을 위해 차세대 유능한 리더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저는 2021-2023 지명자들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정부 업무에 힘쓰고 뉴욕 시민들에게 

결과를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Shaquan Hunt는 Carey Gabay Fellow로 임명되었습니다. Carey Gabay Fellowship은 

총기 폭력 행위로 2015년 사망한 전 주지사 보좌관 Carey Gabay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근 법률 펠로우십 프로그램입니다. Huntt 씨는 Gabay가 공직에 있는 동안 

옹호했던 폭력 예방, 경제적 평등, 지역사회 발전과 같은 정책 분야에 대해 주지사 

고문 그리고 그 산하 직원들과 직접 협력할 것입니다. Huntt 씨도 Gabay 씨처럼 

공공서비스에 전념하며 Gabay 씨와 개인적으로 구분짓는 청렴함과 친절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Huntt 씨는 할렘에서 AmeriCorps VISTA로 

일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혜택 받지 못한 지역사회, 특히 어린이들이 너무 자주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Huntt 씨는 이제 자신의 법률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Hunt씨는 Wilson & 

Chan LLP와 Harris Beach PLLC에서 준회원으로 근무했으며 뉴욕 연방방위군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콜비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포드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Jenna Frasier는 Edie Windsor, Marsha P. Johnson, and Sylvia Rivera LGBTQ 

펠로우로 지명되었습니다. 뉴욕주 LGBTQ 펠로우십은 최고 다양성 책임자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회 정의 헌신, 성소수자의 평등권, 

시민권 및 다양성, 평등 및 포용성 문제에 노력한 업적, 공익 사업 부분의 경력에 

지대한 관심을 입증한 개인에게 2년마다 LGBTQ 펠로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펠로우십은 용기, 끈기 및 인내심을 가지고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 성소수자 리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연방결혼보호법에 맞서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고 노력한 

공훈이 있는 Edie Windsor와 뉴욕의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이들의 권익 

보호 지지를 이끄는 운동에 앞장선 Marsha P. Johnson과 Sylvia Rivera가 바로 

그들입니다. Mx. Frasier는 치유와 해방의 공간을 함께 만드는 것에 열정을 가진 

요기이자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들은 뉴욕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지구력 사이클링을 

소개함으로써 마음, 몸, 정신을 기르는 단체인 I Challenge Myself에서 모금 활동과 

디지털 전략을 주도하는 일을 도왔고 성소수자 청소년 사이클 클럽인 Fears Flyers를 

지도했습니다. 그 이전에, Mx. Frasier는 사우스 브롱크스와 할렘의 초등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쳤고 반인종주의 틀에 기반을 둔 뉴욕 전역의 십대들과 함께 지역사회 

조직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Mx. Frasier는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의 실버맨 사회 

복지 학교(Silberman School of Social Work)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노스웨스트 

대학교(Northwester University)에서 언론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2021-2023 프로그램 엠파이어 펠로우로 임명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Empire State Fellows Program)은 뉴욕주 정책 입안자로서 

경력을 쌓을 차세대 재능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상근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의 핵심은 뉴욕주 정부의 업무에 

대한 참여에 있습니다. 각 엠파이어 펠로우는 커미셔너, 부 커미셔너 또는 기타 고위 

정책 입안자와 직접 협력하도록 임명됩니다. 각 엠파이어 펠로우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또는 주지사의 Executive Chamber 등 주정부 사무실이나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업무는 펠로우들에게 고위 관리들과 협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견줄바 데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Leo Matteo Bachinger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로 임명되었습니다. Bachinger 

씨는 뉴욕주 환경보전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산하 기후변화 사무소(Office of Climate Change)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Bachinger 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원주민 권리, 환경 정의 및 토지 이용 단체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업무의 

설립자이자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원주민 국가, 

NYS 및 국가 보존 단체, 지역 이해관계자 및 NYS 시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또한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펠로우, 현장 책임자 및 캠페인 매니저를 포함하여 지역 및 연방 

차원의 여러 정치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공공 정책에 대한 그의 관심은 뉴욕주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공평하고 강력하며 지속 가능한 기후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Bachinger 씨는 

오스트리아에서 언론인으로 경력을 시작한 이래 비엔나 법률 및 범죄사회학 

연구소(Vienna Institute for the Sociology of Law and Criminology)에서 정책 

분석가로 그리고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와의 연락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Bachinger 

씨는 비엔나 대학교(오스트리아)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와 과학, 기술 및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렌셀러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과학 및 기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그의 연구는 기후 변화의 

형평성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Bachinger 씨는 논문에서 국제 비교 관점에서 기후 

적응에 대한 정책과 원리를 조사했습니다.  

 

Nicole Jean Christian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로 임명되었습니다. Christian 씨는 

뉴욕주 국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 산하 계획, 개발 및 커뮤니티 인프라 

사무소(Office of Planning, Development and Community Infrastructure)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Christian 씨는 지역 전체, 특히 롱아일랜드 

다운타운 활성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배경을 가진 일선 경제 개발 

전문가입니다. Christian 씨는 뉴욕, 워싱턴 DC 및 롱아일랜드에서 일하면서 타운, 

카운티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경제 개발 임원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보조금 

지원, 세금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계획 과정 내내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지방 정부가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그녀는 공공 

투자에 2,000만 달러 이상을 활용하는 동시에 수천 개의 지역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Long Island Sound를 보호하고, Long Island 커뮤니티의 다운타운을 

변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보조금 작성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1년 대통령 관리 펠로우(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 PMF) 및 1999년 환경 

관리 연구 전국 네트워크 펠로우(NNEMS)였습니다. Christian 씨는 메리마운트 

대학교(Marymount University)에서 BBA를 취득하고, 조지 매션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MPA를 취득했으며, 현재 윌밍턴 대학교(Wilmington 

University)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녀는 롱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에서 10년 이상 부속 레벨의 MPA와 MBA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으며 

열성적인 사교 댄서입니다. 

  

Shanleigh Corrallo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로 임명되었습니다. Corrallo 씨는 

뉴욕주 국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산하 재입국 프로그램(Re-Entry 

Program)을 지원할 것입니다 Corrallo 씨는 뉴욕주 임시 및 장애인 지원 사무소(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UNY 시스템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MWBE 평가자 및 서부 뉴욕의 

건강 재단을 위한 정책 분석가로서 보건 정책, 법원 시스템 및 학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중인 난민 학생들과 

개인들에게 미국 역사를 가르친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신도 이를 

통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지역사회 재진입 절차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개혁 정책에 대한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교육 및 이전 

업무 경험, 즉 그녀가 봉사하고 싶은 풀뿌리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이러한 정책 

문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Corrallo 씨는 2020년 버팔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블랙파워(Black Power) 역사학 학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논문에서 두 개의 중요한 뉴욕주 블랙 파워 조직의 역사를 탐구했습니다. 

버팔로의 통합, 독립, 리더십 및 품위(BUILD)를 구축하고 로체스터의 자유, 청렴, 신, 



명예, 오늘(FAITE)을 구축합니다. 또한 나이가라 대학교에서 역사학 및 사회학/범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Chelsea De Jesus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로 임명되었습니다. De Jesus 씨는 

여성 문제 포트폴리오에 중점을 두고 Executive Chamber의 선거구 부서(xecutive 

Chamber's Constituency) 전반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De 

Jesus 씨는 지역사회 기반 옹호 및 공공 정책 분양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라 

사법 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를 비롯하여 성 평등에 주력하는 여러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성 평등 위원회(Commission on Gender Equity)의 뉴욕 시장 

사무실(NYC Office of the Mayor)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De Jesus 씨의 정부 

내 여성 권익에 대한 자신의 열정 덕분에 노스이스트 행정회의에서 뉴욕주 여성대표자 

비하 행정에 관한 연구제안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롱아일랜드대 공공행정학회 

총장을 두 차례 연임해 2020년 올해의 총장상ㅇ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세대 

라티나인 그녀는 정부 요직에 배치되고 정무직으로 선출된 여성, 특히 유색인종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De Jesus 씨는 아동복지 

사례 관리자로 경력을 시작했고 빅 브라더스 빅 시스터스(Big Brothers Big Sisters) 

프로그램을 통해 큰언니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제간 사회과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좋아하고 자연에 나가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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