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 Jelly serves as the Budget Analyst, Dep of Army within the Investment Directorate at

Pentagon. She was assigned to this position in 2008. In this position, she is responsible for financial
management operations, budgeting, and execution for the Army’s Ammunition appropriations.
Mrs. Jelly has raised three children as a house wife over 17 years then she entered her career when she
was in her mid-40’s. She began her Federal Civilian career as a GS05 Management Assistant in
2004. She was selected for the DA Civilian Intern Program as a GS07-11 Financial Management Analyst
in Headquarters, Pentagon in 2007. During her rotation assignments, she worked with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SD) Program and Budget, Operations Directorate, Army Budget Office (ABO)
and Army Europe HQ USAREUR, Budget Execution Branch. Upon her graduation and completion of her
DA Civilian internship two years training she started as a Budget Analyst with the Investment Directorate
and is planning to retire end of 2021 as GS-13 step 8.
Mrs. Jelly studied in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from Cochise College, Arizona. She studied with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ntinued learning education by Department of Army and studied with the
University of Syracuse Army Comptroller. She has earned her Certified Defense Financial Manager
(CDFM). S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letters and outstanding performance throughout her over20 year career. She is a member of the American Society of Military Comptrollers (ASMC).
Mrs. Jelly has been married over 39 years and is the proud mother of two daughters; her oldest daughter
is an Anesthesiologist M.D and Assistant Professor at University of Vanderbilt hospital in Nashville. Her
second daughter is working as a Data Scientist at Microsoft. Her and her husband adopted a son at the
Far East orphanage Korea in 1989 and he is a certified electrician in the Pacific Northwest.”
“저는 연방 정부 공무원 으로 펜타곤 투자국 육군 예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 직책에서
일하게되고 . 이 직책에서 재무 관리 운영, 예산 책정 및 육군의 무기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키우다가 40대 중반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GS05 관리 보조로
연방 민간인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펜타곤 본부에서 GS07 - 11 재무 관리 분석가로 육군 민간인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되었습니다. 국방장관(OSD) 프로그램 및 예산, 작전국, 육군 예산국(ABO) 및 육군
유럽 본부 USAREUR, 예산 집행 부서. 인턴십 2년 교육을 마친 후 투자국에서 예산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12 월말에 GS-13 step 8로 은퇴 준비 중입니다.
애리조나주 Cochise College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전공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육군본부
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았고 시러큐스 대학교 육군 감사관 대한 공부했습니다. 공인 국방 재무
관리자(CDFM)를 취득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많은 상, 편지 및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군사 감사 협회(ASMC)의 회원입니다.
저는 39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두 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큰 딸은 Nashville 있는
Vanderbilt 대학 병원의 마취과 의사이자 조교수입니다. 둘째 딸은 Microsoft 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1989년 한국 동방 아동 복지 고아원에서 아들을 입양 해서 키웠고 북서부 지역의
공인 전기 기술자입니다.”
Thanks,
Anne 장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