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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공무 위원회 커미셔너 겸 대표로 TIMOTHY HOGUES 지명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Timothy Hogues가 뉴욕주 공무 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커미셔너 겸 대표로 지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훌륭한 공무원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주정부의 업무에 헌신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열정을 지닌 Timothy Hogues는 위원회 지도자에 딱 맞는 인재이며, 저는 그와 함께 

주정부의 가장 어려운 문제을 해결하고 뉴욕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Timothy Hogues는 최근 이리 카운티의 퍼스널 커미셔너로 근무하며 공무 서비스 

법규(Civil Service Laws and Regulations)에 따라 지방 정부 및 교육구의 인재 모집, 

선정, 고용, 개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130개의 임명 기관을 비롯해 

약 직원 24,000명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Hogues 씨는 2019년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 임명 후부터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전 Hogues 씨는 이리 카운티 고령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Senior Services) 

커미셔너로 근무했으며, 그의 리더십에 따라 고령자 서비스부는 급식을 개선하고 이리 

카운티 전역에서 식사 제공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고령자에게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공무에 헌신적으로 임했을 뿐 아니라, Hogues 씨는 

버펄로 지역에서 민간 기업의 운영 매니저로 근무하며 그가 리더십 커리어 초반부터 

쌓아올린 문제 해결 능력을 비롯해 단체의 모든 수준에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활용해 근본부터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관리 경험과 더불어, 그는 

이리 카운티 의회(2012-13)에서도 활약했습니다. Hogues 씨는 버펄로 전역에서 수 개의 

지역사회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그는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of Buffalo)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공무 위원회는 다양한 공무 분야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및 변경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시험 

자격, 시험 결과 평가, 직위 분류, 봉급 등급 결정, 선호 목록 및 요청 활용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판단하며 은퇴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지자체 공무 위원회 및 카운티 인사 관리자의 운영을 감시 및 감독합니다. 위원회는 

공무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대표인 위원회 대표와 두 명의 커미셔너 등 세 

명으로 구성됩니다. 법에 따라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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