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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COTT MARTELLA의 생을 기념하는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설립 발표 

 

새로운 공공서비스 장학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의 전 보좌관을 기리며 설립 

 

Cuomo 주지사는 오늘 “Scott Martella Fellowship”이라는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Martella는 주지사의 전 보좌관인 동시에 Suffolk 카운티의 지역구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8월 21일에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cott은 정부가 하는 주민 생활 개선 사업의 

가능성에 확신을 두고 이것을 원칙으로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Scott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롱아일랜드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되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이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우리는 그의 희생정신과 공공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Scott Martella 공공서비스 장학 프로그램 

Scott Martella 공공서비스 장학 프로그램(Scott Martella Public Service Fellowship)은 

2년마다 Martella의 뒤를 이어 공공서비스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열정을 가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학생은 Martella가 1년 넘게 복무했던 

노동부에서 2년간 복무하며 지역사회에서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학생에게 멘토 한 명을 배정합니다.  

 

학생은 2017-19년도 엑셀시어 서비스 장학금(Excelsior Service Fellows) 과목에 

선택되어 남을 도와주고 공공서비스 기록에 헌신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명된 

학생들은 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기여와 Scott Martella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는 개인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Martella 

장학생은 Martella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그들이 Excelsior Fellowship 프로그램에서 해낸 

성과와 경험들을 엡데이트 합니다. 

 

Scott Martella에 대한 소개 

Martella, 29세, 2008년 보스턴대학에서 국제비즈니스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는 나중의 공공서비스와 정부업무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한 워싱턴 디시에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졸업 후 그는 롱아일랜드로 돌아와 지역구 상원의원 캠페인에서 

일하며 22살의 나이에 Smithtown의 교육위원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Martella는 주지사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주 노동부의 

롱아일랜드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진급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지사의 

뉴욕주 사무국의 Suffolk 카운티 하원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행정직에서 근무하면서 Martella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리더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였으며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전역의 수많은 주민의 생활에 그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Suffolk 카운티 행정장관 Steve Bellone의 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xcelsior Fellowship 프로그램 소개 

Excelsior Service Fellowship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가 2013년에 창설하였습니다. 

장학생들은 행정부의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주지사의 주요 정책 기획의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2년이지만 각자가 그들이 근무하던 기관에서 계속 

일하거나 주 정부의 새로운 역할 담당자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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