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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2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4년년년년-2016년년년년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신청신청신청신청 개시개시개시개시 발표발표발표발표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차세대차세대차세대차세대 정책정책정책정책 입안자가입안자가입안자가입안자가 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 지휘할지휘할지휘할지휘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준비할준비할준비할준비할 것것것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mpire State Fellows의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권위적인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높은 지위에서 봉사하기 위해 뉴욕과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합니다. 2012년에 처음 소개된 이 2년짜리 프로그램은 

차세대 정책 결정자가 뉴욕주 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세계 각국의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에게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Empire State로서의 유산을 구축했다”며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은 그러한 

이상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의 위상을 높이고, 뛰어난 혁신가 및 전문가들에게 내일의 공공 

정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Fellows의 또 다른 강력한 

클래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Fellow에 지원하려면 지원자는 2014년 4월 4일(금)까지 커버레터, 이력서, 자기 소개서 

및 추천서 2장을 이메일(fellows@exec.ny.gov)로 제출해야 합니다.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웹사이트(http://www.dos.ny.gov/newnyleaders/fellows_app.html)를 

참조하십시오. 

 

Empire Fellows로 선정된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경험과 일치하는 행정부 자리로 임명되며, 

뉴욕주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정책 해결안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부 관료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Empire Fellows는 또한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정부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게 준비하는 교육 및 전문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성공적인 Empire State Fellow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뉴욕주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자신의 행정부 고위직에 3명의 Empire State Fellow를 임명했습니다. 이제 

Jennifer M. Gómez는 뉴욕주 인적 서비스 및 정보 통신부의 차관보로 활동하고, Nora K. Yates는 

CORe(Community, Opportunity, Reinvestment Initiative)의 부국장이며, Kisha Santiago-Martinez는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 개선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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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ómez(2012-2014년 Empire State Fellows 취임)는 “이 권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 것과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수석 자리에 임명되는 특권을 갖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Fellows 

기간 동안, 특별하고 재능 있는 리더들의 정책 입안을 통해 엄청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뉴욕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2013-2015년 멤버인 Richard Lecky는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정으로 공공 서비스의 본질을 하나로 

합치고, 주정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기 위해 나의 전문성과 개인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하기를 독려합니다.”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 졸업생 및 주정부에 봉사하는 학생 

인턴을 모집하는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뉴욕 리더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newnyleaders.com을 방문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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