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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ANTONIO DELGADO 하원의원을 부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Antonio Delgado 하원의원이 뉴욕주 부지사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Delgado 하원의원은 현재 뉴욕 제19 하원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구에는 허드슨 밸리와 캐츠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lgado는 아프리카계 라티노이며, 비백인 최초로 의회에서 업스테이트 뉴욕을 

대변했으며, 아프리카계 및 히스패닉 의회 코커스 모두에서 비백인 최초의 

구성원이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지도자이자 공무원인 Antonio 

Delgado를 뉴욕의 부지사로 임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공정과 평등,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Delgado 하원의원은 의회에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해온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onio Delgado가 저를 도와 부지사직을 맡아준다면,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Delga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밤낮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부지사를 가져야 합니다. 업스테이트, 다운스테이드 등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합니다. 바로 안전과 가족, 기회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으로서 Delgado 하원의원은 스키넥터디에서 자랐으며, 지금은 

아내 Lacey와 8살짜리 쌍둥이 아들인 Maxwell, Coltrane과 라인벡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콜게이트 대학(Colgate University)을 졸업했으며 로드 장학금(Rhodes 

Scholarship)을 받아 옥스포드(Oxford)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그는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여기서 Lacey를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로 뉴욕시에서 몇 년을 거주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는 지역구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가족 농장에 구제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재건과 번영을 지원했으며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확대했으며 참전용사들을 도왔습니다. 의회에서 그는 양당과 모두 

협력하여 뉴욕 주민을 위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는 양당의 합의를 얻어 18개의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학생 재정 지원 강화법(Strengthening Financial Aid for Students 

Act), 소외 퇴역군인 혜택 개선법(Improving Benefits for Underserved Veterans Act), 

지역사회 직접 지원법(Direct Support for Communities Act), 중소기업 구제 접근법(Small 

Business Relief Accessibility Act) 등 중요한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Delgado 하원의원은 두 번의 임기 동안 제19 지역구 11개 카운티에서 65회 이상의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Delgado 하원의원은 또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업, 보건, 퇴역군인 등 뉴욕 제19 지역구에 중요한 

선결과제를 다루는 초당적 지역 기반 자문 위원회 4개를 창설했습니다.  

  

그는ㄴ 2018년 처음으로 의회에 당선되었습니다. Delgado 하원의원은 하원 상품 교환, 

에너지, 크레딧 농업 하부 위원회(House Agriculture Subcommittee on Commodity 

Exchanges, Energy, and Credit) 의장이며, 하원 중소기업, 교통, 인프라 위원회에서 

활약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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