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공무원들의 뛰어난 공헌을 표창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타 

공익사업상(EMPIRE STAR PUBLIC SERVICE AWARD)의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  

  

주정부의 모범적인 성과와 리더십을 표창하게 될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 

프로그램  

  

5,000 달러의 전문 인력 개발 장학금(Professional Development Scholarship)을 

수령하게 될 수상자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5,000 달러 규모의 

전문 인력 개발 장학금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scholarship program)인 

엠파이어 스타 공익사업상(Empire Star Public Service Award) 수상 후보자들을 

접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성과, 성실, 자부심 등으로 대중에게 

봉사하기 위해 헌신을 통해 수훈을 세운 사람들이 수상 후보자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공적 인력으로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녀 공직자들이 그들의 동료인 뉴욕 주민들의 생활의 개선을 돕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타 공익사업상(Empire Star Public Service Award)의 출범을 통해, 

자신의 업무에 임해서 비범한 수준의 헌신성을 보여주는 직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해 더 강하고 보다 나은 뉴욕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타 공익사업상(Empire Star Public Service Award)은 원칙적으로 사무실 

위치를 기반으로 뉴욕의 모든 10 개 지역의 모범적인 주정부 공무원들을 표창하게 될 

것입니다. 검토 대상이 되기 위해, 후보자는 반드시 행정부(Executive Branch)에서 

근무하고 있는 뉴욕주 직원이어야 합니다. 후보자 명단은 2017 년 12 월 15 일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www.ny.gov/EmpireStarPublicServic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y.gov/programs/empire-star-public-service-award


 

 

후보자로 지명되는 개인은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을 예정이며, 주정부 리더 패널단의 

최종 검토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신청서는 2018 년 1 월 15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성과 및 우수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는 후보자 지명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기관 직원과의 인터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수상자 선정위원회(Awards Selection Committee)에서 

공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Rossana Rosado, 주무장관  

• Lola W. Brabham,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커미셔너 대행  

• Michael N. Volforte, 주지사의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 국장  

• Robert H. Samson,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최고 정보 통신 책임자  

• Eric J. Hesse, 퇴역군인 복무부(Division of Veterans’ Affairs) 국장  

• Kerry Delaney, 발달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커미셔너 대행  

• Rose Harvey,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수상자들은 공식적으로 표창을 받은 후, 강의실이나 온라인 과정을 통한 고급 교육 

과정에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개발 장학금 5,000 달러를 수령하며, 그들의 

현재 공직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칼리지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과정에의 

입학 등, 직무 개발을 위해서 그들의 장려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추가적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와 장비를 위해서 그들의 장려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는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타 

공익사업상(Empire Star Public Service Award)의 출범을 통해, 우리 주를 거주하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더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뛰어난 성과를 올린 헌신과 

공헌을 포함하여 우리는 공익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을 표창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의 Lola W. Brabham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자에서 우리의 엔지니어, 간호사, 연구 과학자, 제설기 

기사 등에 이르기까지, 뉴욕주 정부는 위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양하고 헌신적인 공무원들로 특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 공무원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우리의 가장 뛰어난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 표창하게 됩니다.”  

  

주지사의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의 Michael N. 

Volforte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공헌이 중요하게 인정받으면서, 

많은 개인 공헌자들이 공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성과 및 예기치 못한 상황과 

비상사태와 더불어 일상적인 역할에서 단순히 예상한 결과를 뛰어넘어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뉴욕주를 거주하고 일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타 공익사업상(Empire Star Public Service Award)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www.ny.gov/EmpireStarPublicServi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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