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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uly 2018

MEMORANDUM FOR SEE DISTRIBUTION
SUBJECT: 1st Signal Brigade Command Policy Memorandum #14 - Civilian Awards
제목: 1 통신여단 정책 메모랜덤 #14 – 민간인 포상
1. References:
참조:

a. NETCOM Regulation 672-1.
b. Army Regulation 672-20, Incentive Awards, 01 April 2014
c. USFK Regulation 672-10, United States Forces Korea Civilian Employees
Appreciation Week, 16 December 2011.
2. Purpose. To provide guidance and information to Military and Civilian supervisors on the
Brigade's Quarterly Civilian Awards Program.
목적: 군인과 민간인 관리자를 위해 통신여단 분기별 민간인 포상 프로그램의 방침과 정보를 제공한다.
3. Applicability. This policy applies to all Commanders and Supervisors of Department of Army,
U.S. and Korean National employees.
적용: 이 정책은 1 통신여단 내의 모든 미 육군사령관과 관리자, 미국과 한국의 민간인 전원에게 적용된다.
4. The Brigade will hold a quarterly civilian awards presentation, time and place TBA, to honor and
acknowledge our civilian workforce who receive any awards. Battalions, Directorates and HHC will
submit one person per quarter to be considered by the brigade for Civilian of the Quarter.
여단은 포상을 받는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민간인 시상식을 거행할 것이며, 시간과
장소는 차후에 별도로 통지된다. 1 통신여단 본부중대, 예하 대대, 그리고 부서들은 1 통신여단 여단본부에
1/4 분기의 직원으로 인정받을 만한 한 명의 직원 이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I hold Commanders and Supervisors responsible for ensuring deserving civilian employees
receive awards on time and that employees do not depart the Brigade without being properly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 and service. Commanders should have in place well-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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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for instituting Civilian award recognition programs in consonance with this policy memorandum. Each
Battalion/Directorate and HHC will have a civilian award ceremony each quarter.
각 직원이 그들의 공로와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여단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제 시간 안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령관과 관리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사령관은 이 정책 서신을 근거로 하여,
시상식을 위한 적절한 절차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대대와 HHC는 분기별로 민간인 시상식을
거행할 것이다.
6. The point of contact for the civilian awards program is Mr. Nitkowski at 756-9700.
민간인 포상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Mr. Nitkowski 이며, 연락처는 756-9700 이다.

"FIRST TO 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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