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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ELLEN KAY SCHWARTZ 장학금을장학금을장학금을장학금을 창설하다창설하다창설하다창설하다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전직전직전직전직 보좌관이자보좌관이자보좌관이자보좌관이자 평생을평생을평생을평생을 공무원으로공무원으로공무원으로공무원으로 보낸보낸보낸보낸 Ellen Kay Schwartz를를를를 
기리는기리는기리는기리는 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 장학금이장학금이장학금이장학금이 탄생하다탄생하다탄생하다탄생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Ellen Kay Schwartz 장학금의 창설을 발표하였습니다. 

Schwartz씨는 주변 사람들의 삶과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주지사의 부차관보(Assistant Executive Deputy 

Secretary)로 활동했습니다.  

 

"Ellen은 공무의 가능성을 믿은 사람입니다. 즉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녀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한 모범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그녀로 인해서 현재 더 좋은 곳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제가 Ellen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고 오랫동안 그녀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삶과 유산을 기리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chwartz씨는 공직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6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을 위해 일한 후 지방정부와 법집행기관에서 다양한 직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Baltimore시 경찰부의 감찰과장, 뉴욕시 경찰부의 부청장(Assistant Deputy 

Commissioner), 뉴욕시 수사부의 감찰관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2007년에 법무장관실에 들어가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Andrew Cuomo의 

참모부장(Executive Deputy Chief of Staff)을 역임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법무장관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뉴욕주 소속의 국과 지역사무소에서 활동할 역동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변호사들을 위한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Volunteer Assistant Attorneys 

General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 활동할 때에는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이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 주요 

칼리지와 대학교들과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Center for 

Recruitment and Public Service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뉴욕즈이 임명 프로세스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Excelsi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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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ship Program의 발족을 감독했는데, 이는 전문직, 대학원 및 로스쿨의 뛰어난 졸업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하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Schwartz씨는 암으로 오랜 투병 끝에 2015년 6월에 별세하였습니다. 그녀는 부군인 Ed, 

자녀들인 Sara 및 Matthew와 그들 가족, 모친 Shirley, 동생 Chuck과 그녀의 많은 친구 및 

그녀를 알고 지냈던 사랑하는 이들에 의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Ellen Kay Schwartz Fellow는 보건 및 복지사업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공무 활동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The Fellow는 탄탄한 학과 성적을 유지하고 인생의 장애를 극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The Fellow는 집무실( Executive Chamber)의 보건 및 

공무를 위해 주지사의 리더십 정책과 프로그램 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Excelsior Fellowship 채널을 통해서 신청하고 Ellen Kay Schwartz 

Fellowship에 관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Excelsior Service Fellowship 프로그램은 2013년에 Cuomo 주지사가 만든 것입니다. 

Fellow는 Executive Branch를 통해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며 주지사의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의 운영 방향을 발전시킵니다. Fellow는대개 2년 동안 복무하지만, 매우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재들은 정부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주정부 내 새로운 역할로 

옮겨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는 9월 Excelsior Fellows의 2016-2018 클래스를 

환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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