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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귀향귀향귀향 제대자들을제대자들을제대자들을제대자들을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산업에산업에산업에산업에 취업시키기취업시키기취업시키기취업시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실행실행실행실행 계획으로계획으로계획으로계획으로 이끌이끌이끌이끌 협조협조협조협조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귀향 제대자들을 유틸리티 산업에 취업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개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회사의 업계 리더들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군 제대자와 군사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3월에 개최된 뉴욕주 

군 제대자 군인 가족 서밋에서 도출된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뉴욕주의 제대자들은 우리 나라를 위한 봉사에서 엄청난 희생을 하였는데, 우리는 귀향한 그들을 

위해 직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인 생활로의 이행을 쉽게 하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일자리를 찾는 군 

제대자들이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취업하기 위한 기술 기능과 전문 지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 제대자들은 훌륭하게 이기심 없이 우리를 섬겼는데 이것은 귀향한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다른 방법입니다.” 

 

뉴욕주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전문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 기회를 제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대학들을 파트너로 지정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훈과가 제대자들 

연락을 위한 선임 기관이 되어 가용 취업 기회를 주선할 것입니다. 컨소시움 멤버들의 실행 계획 

이정표 달성 진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는 공공서비스부가 담당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 제대자들을 위해 에너지 부문 취업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 비영리 단체인 

Center for Energy Workforce Development(CEWD)가 수립한 연방 Troops-To-Energy Jobs(TEJ) 

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 뉴욕주 계획은 NYS-TEJ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공격적인 스케줄을 포함할 것입니다.  

 

 



Korean 

뉴욕주 전력청(NYPA)은 수요일 White Plains에서 NYS-TEJ 프로그램을 위한 실행 계획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NYS TEJ 컨소시움에는 뉴욕주 기관들뿐만 아니라 Central Hudson Gas and Electric, 

Consolidated Edison, Iberdrola USA, National Grid 및 PSEG Long Island도 참가합니다. 멤버들은 뉴욕주 

실행 계획이 연방 TEJ 프로그램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CEWD와 적극 조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NYPA 청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은 다른 주 가관들 

및 유틸리티 회사들과 협력하여 귀향 제대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기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촉매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군인과 그 

가족들의 국가 봉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 보람 있는 노력에서 

Cuomo 지사를 뒷받침하여 기쁩니다.”  

 

PSC 회장 Audrey Zibel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대로부터 에너지 일자리로’ 취업 

프로그램은 모든 미국인을 대신하여 우리의 귀향 제대자들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정을 반영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공공서비스부 및 기타 주 기관들은 뉴욕주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제대자들이 민간인 생활로 이행하는 것을 뒷받침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주 보훈과장 Eric Hess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가 군 제대자 서밋에서 발표한 

프로그램인 ’군대로부터 에너지 일자리로’ 취업 프로그램은 뉴욕주 제대자들을 위한 그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Troops to Energy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 기관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개발한 그의 리더십은 유례가 없습니다. 군 제대자들 문제를 둘러싼 뉴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때에 Cuomo 지사는 뉴욕주 제대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선도합니다.” 

 

상원 에너지위원회 의장인 George Maziarz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 제대자들을 새 

직업 기회와 연결시키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뉴요커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남녀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였는데, 그들이 민간인 생활로 복귀함에 따라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특별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 하원의원 Amy Pau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뉴욕주 경제를 위한 주요 

추진체로서 일자리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본인은 우리의 귀향 

제대자들을 위해 에너지 부문 취업에 집중하는 주의 유틸리티 회사들과 함께 Cuomo 지사와 그의 

행정부에 감사합니다.”  

 

PSEG Long Island의 사장 겸 최고조업책임자인 Dave Dal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SEG Long 

Island는 귀향 제대자와 그 가족들이 민간인 생활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Cuomo 

지사의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여 자랑스럽습니다. PSEG Long Island는 우리 주의 군 

제대자들에게서 발견하는 문화인 안전성, 책임성 및 신뢰성 위에 구축되는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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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rdrola USA의 최고조업책임자인 Kevin Walk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귀향 

제대자들은 유틸리티 산업 일자리에서 성공할 위치에서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독특한 

인재 풀을 나타냅니다. 이 남녀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용감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많은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차례입니다.”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의 사장 James P. Lauri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entral 

Hudson은 우리 제대자들이 한 커다란 희생과 기여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보답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면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섬긴 분들의 기능과 기술 경험으로 우리의 인력을 

강화합니다.” 

 

뉴욕주 National Grid의 사장인 Ken Dal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ational Grid는 다른 전기 가스 

회사들과 함께 제대자들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군 경력을 지냈으며, 무엇보다도 전투에서 

테스트되고 스스로 동기 부여되며 안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산업에서 두 번째 경력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자들을 회사에 고용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인 생산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뉴욕주 가정과 기업에 제공하며, 군인들이 우리 삶에 연료를 붓고 

우리 경제를 돌리는 제품을 인도하기 위해 일함에 따라 국가 안보를 계속 보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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