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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새 행정부 인사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행정부 지명자 및 임명자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발전시키면서, 뉴욕 시민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도와줄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뛰어난 개인들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입증된 실적과 뉴욕 시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Stacy Lynch 씨는 주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tacy 씨는 거의 1 년 동안 

행정회의소(Executive Chamber)에서 근무했으며, 처음에는 부지사의 비서실장, 

최근에는 주지사의 선임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전에, Stacy 씨는 뉴욕 시장실에서 

정부간 사무 부국장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녀는 시 기관과 주요 지역사회 

및 정부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관리하면서 Chirlane McCray 전 영부인을 

위한 공무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거의 10 년 동안 de Blasio 시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Stacy 씨는 PPE 배포, Sisters and Brothers Thrive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 개발, 

Malcolm X 와 Betty Shabazz Memorial and Educational Center 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자원 파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Stacy 씨는 또한 여가 시간에 

'Daughters of the Movement'을 설립하고 이끌었습니다. 이 단체는 정의와 평등을 향한 

투쟁에 대한 그들의 봉사와 헌신의 유산을 계속하기 위해 함께 모인 여성들의 자매결연 

단체입니다. Stacy 씨는 퀴니피악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햄튼 대학에서 

문학사를 취득했습니다.  

  

Minelly De Coo 씨는 인프라 부서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녀는 주 전체의 다양한 연방 초당적인 인프라법 지원 프로그램의 조정 및 구현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우선 순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정부에 합류하기 전, Minelly 씨는 뉴욕 시장 사무실에서 자본 프로젝트(Capital 

Projects)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뉴욕시를 위한 복잡한 복수 이해당사자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광범위한 운송, 교량 및 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걸쳐 공학 컨설팅 

일을 하면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Minelly 씨는 NYU Tandon 공과대학에서 토목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콜롬비아 대학에서 지속가능성 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Sita Fey 씨는 인사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Sita 씨는 가장 최근 차관보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행정 인수 팀(Executive Transition Team)의 선임 고문으로 

행정회의소에 합류했습니다. 이전에, Sita 씨는 농업 및 시장부의 정책 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Empire State Fellows Program 을 통해 주 정부에 진출했고 당시 부주지사였던 

Kathy Hochul 의 선임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주 정부에서 근무하기 전에, Sita 씨는 

쿠퍼스타운 중앙 학교(Cooperstown Central School)의 학교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와 

오네온타 시 교육구(Oneonta City School District)에서 초등학교 선생님과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고 있는 교육자이자 문화 변화 담당자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오네온타(Oneonta) 주민인 Sita 씨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Past Board President of Opportunities for Otsego 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SUNY 오논타에서 유아교육학 학사, 올버니 대학교에서 정보과학 석사, SUNY 

코틀랜드에서 교육행정학 고급학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올버니 로우 스쿨(Albany 

Law)에서 인적자원학도 공부했습니다.  

  

Nicole Migliore 씨는 뉴욕주 운영담당 국장의 수석 보좌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Nicole 씨는 12 개의 정책 포트폴리오 팀과 70 개 이상의 국가 기관 및 정부 기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 국가 운영 책임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회의소에 합류하기 전에 

Nicole 씨는 뉴욕 시장 선거운동의 부 캠페인 매니저였으며, 이전에는 뉴욕 시장 

사무실의 정책 및 정부 간 자문위원과 뉴욕 주 의원 사무실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Nicole 씨는 1 세대 대학 졸업생이며 콜롬비아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자라 현재 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Edgar Santana 씨는 주지사의 부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dgar 씨는 이전에 

행정회의소에서 Downstate Regional Affairs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행정회의소에 

합류하기 전 Santana 씨는 노동자 동부 지역 조직 기금(Laborers Eastern Region 

Organizing Fund)에서 정치 및 정부 문제 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경력을 시작한 초반, 

Edgar 씨는 2008 년 뉴욕주 민주당 위원회(New York State Democratic Committee) 

사무차장, Hillary Clinton 대선을 위한 북동부 정치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Edgar 씨는 용커스 교육 이사회(Yonkers Board of 

Education)의 신탁관리자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2020 인구조사 완수 

위원회(Westchester County Census 2020 Complete Count Committee)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포드햄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MBA 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윌밍턴 대학교의 윌슨 대학원에서 공공 행정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Todd Westhuis 씨는 뉴욕주 운영담당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Todd 씨는 공공 

부문에서 여러 지도자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Todd 씨는 뉴욕 주 교통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Todd 씨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 



및 지침을 제공하는 8,200 명의 직원과 함께 기관 운영을 도왔습니다. 허드슨 밸리의 

지역 이사로서, 그는 NYSDOT 의 가장 큰 지역의 리더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오렌지, 퍼트넘, 더치스, 콜롬비아 및 얼스터 

카운티의 NYSDOT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 전역에서 

역임한 역할 외에도, Todd 씨는 기병 장교로서 미국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기술자로서,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에서 토목 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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