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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3년년년년-2015년년년년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신청신청신청신청 개시를개시를개시를개시를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 정책정책정책정책 입안입안입안입안 업무를업무를업무를업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교육교육교육교육 지침을지침을지침을지침을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mpire State Fellows의 두 번째 클래스를 위한 신청 절차를 오늘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과정인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은 뉴욕주 정부에서의 정책 

입안 역할을 위한 신세대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된 최초의 2012-

2014 클래스는 각종 기관과 행정실에 임명된 펠로우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Empire State Fellows의 첫 번째 클래스는 주정부에 탁월한 인재와 에너지를 

제공했으며 이번 행정부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레벨의 뉴욕주 정부와 

협력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올해의 새로운 클래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싶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후보자는 커버 레터, 이력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에 대해 설명한 개인적 진술서, 추천장 2개를 fellows@exec.ny.gov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지원서는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자정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선발된 Empire State Fellows의 능력을 고려하여 주정부의 요구사항이 일치하는 

행정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펠로우들은 고위 행정 담당자와 일하면서 뉴욕주를 변화시킬 

정책 입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및 전문 개발 세미나에도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정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게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펠로우들은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뉴욕주 정부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학업 및 전문가 경험, 리더십 잠재력 과시, 공직에 대한 헌신도, 의사소통 기량 및 

창의성에 근거하여 선정될 것입니다. 지원자는 고급 학위와 적어도 3년의 전문가 근무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학사 학위만 가진 지원자는 상당한 전문가 업적을 갖고 있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 입법부 또는 행정부 직원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펠로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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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Fellows 프로그램은 뉴욕주 정부에서 일할 능력 있는 젊은 전문가와 대학생을 

채용하는 Cuomo 주지사의 New New York Leaders Initiative의 일환입니다. 제세한 정보는 

www.NewNYLeader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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