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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직업직업직업직업 교육교육교육교육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500,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기업체에게기업체에게기업체에게기업체에게 제공한다고제공한다고제공한다고제공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900만만만만 달러에달러에달러에달러에 육박하는육박하는육박하는육박하는 자금이자금이자금이자금이 1,300명의명의명의명의 고용과고용과고용과고용과 함께함께함께함께 660여여여여 기업체에게기업체에게기업체에게기업체에게 제공되다제공되다제공되다제공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장기 실업 상태의 뉴욕 주민을 채용하는 사업체에게 50만 달러의 직업 교육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OJT(On-the-Job Training) NEG(National Emergency 

Grant)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6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주 660여개의 기업체가 직업 훈련을 

위해 9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한 명 고용 당 평균 7,000여 달러를 받았고, 

지원금을 통해 1,3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직업 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을 낮추면 뉴욕주의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률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기업들이 인력을 늘리고 

뉴욕 주민들이 좋은 보수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지역의 고용주들이 직업 교육 지원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셨으면 합니다.” 

 

기업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 외에도 노동부는 26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상대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구인 시장은 여전히 매우 경쟁이 심합니다”라고 뉴욕주 

Peter M. Rivera 노동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Career Center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143개의 기업체가 299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Buffalo에 자리한 Greater Buffalo United Accountable Healthcare Network의 COO인 Momba C. Ch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해줄 직원을 채용하는 데 Erie 카운티 

노동부 NEG OJ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무척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은 우리가 

활동하는 컴니티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내 클라이언트에게 문화적으로 



 

Korean 

민감하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들 커뮤니티 내 직원들이 일정 수준의 직업 

교육과 우리의 특별 요구사항에 맞추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OJT/NEG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를 

완수하고 커뮤니티에 커다란 효과를 내면서 그 능력을 생산적인 것에 사용하는데 커다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Greater Buffalo United Accountable Healthcare Network의 Kimberly Lopez 인사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13년 1월 3일에 미육군에서 명예 제대를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면서 

예비역이 되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OJT 프로그램은 군대에서의 제 능력을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부장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제 

직장이 된 GBUAHN과 함께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44개 기업체가 118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Watertown에 자리한 New York Air Brake의 Diane Moore 인사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회사로써 New York Air Brake는 OJT NEG 프로그램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회사의 생산부에서 일하려면 수 개월의 직업 교육이 필요합니다(특히 높은 수준의 기계 가공 

업무에서 그렇습니다). 이 직업 교육 기간에는 직원들이 필요한 생산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직업 

교육 보조금은 직원들이 최대 능력에 도달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회사에게는 직업 교육 비용을 

보상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 

비용과 함께 집중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채용에 들이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부 전문 

기술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OJT는 우리의 요구에 맞는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Southern Tier Region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124개 기업체가 197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Endicott에 있는 Crowley Fabricating의 Tom Crowley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OJT NEG 프로그램은 새로운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OJT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실업자들이 우리 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OJT 훈련을 

받는 사람 중 일부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OJT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Crowley Fabricating에서 기계운전자로 일하는 Richard Sundgr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JT 

프로그램 덕분에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잘 알지 못했던 제조업의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OJT를 이수했고 현재 매우 복잡한 기계도 자신 있게 다룰줄 알며 

제조업에서 아주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udson Valley 지역지역지역지역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51개 기업체가 11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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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ster에 있는 Dairy Conveyor Corp의 Karl Hor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참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직원 자원에 매우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부 아주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척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며 다른 직원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고용 과정을 통해서라면 얻지 못했을 아주 큰 도움을 우리 회사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동부, 특히 OJT NEG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은 아주 좋았습니다.”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59개 기업체가 84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LeRoy에 있는 Three-Sixty Solutions, Inc.의 Russell Western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었던 직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준 잠재적 능력과 

그에 대한 직업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될 금융 지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역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직원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모든 요구사항, 난처한 문제 및 

형식상의 절차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문하고 안내해주었고 우리는 이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enrietta에 있는 Rochester Precision Optics의 Angela Wiesmore 사무보좌관 겸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실업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직원의 직업 교육 보조금을 지원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것인만큼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Henrietta에 있는 Rochester Precision Optics에서 Optical Assembler로 근무하는 John Muscare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Rochester Precision Optics는 제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준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이미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pital Region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46개 기업체가 71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Albany에 있는 M&G DuraVent, Inc.의 Cathy Honda 인사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고용인력센터는 최근에 많은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제조시설에서 일할 직원을 

뽑을 때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기회가 여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들은 직원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업무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제가 경험 상, 이번에 고용된 동료들은 일자리를 얻은 것에 매우 기뻐하였으며 

새로운 직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소기업들이 노동부에 연락하여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활용해보았으면 합니다.” 

 

Mohawk Valley 지역지역지역지역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131개 기업체가 334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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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에 있는 Revere Copper Products, Inc.의 Michael F. Choquette 직업교육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JT NEG 보조금 지원은 새로운 인력의 직업 교육과 계발에 드는 높은 초기 비용을 

보조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제조 과정은 매우 상세하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Revere의 

초기 OJT 프로세스는 처음 중요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우리 프로세스는 새로운 업무 시작 시 

직업훈련생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능력, 직무 친화, 이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vere는 직원들이 업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OJT 프로세스는 초기 교육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초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제조 환경을 가꾸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제공 받은 지원은 우리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Ilion에 있는 Herkimer Foods의 Nora R. Ray 금융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JT NEG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데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조만간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고,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소기업에게 OJT 보조금은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Herkimer Foods에서 리셉셔니스트/사원으로 채용된 Amanda Flansbu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JT NEG 계약 덕분에 직장을 보다 빨리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JT 

프로그램 덕택에 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직무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상세 정보: OJT-NEG@labor.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는 가까운 New York State Career Center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New York State Career 

Center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labor.ny.gov/workforcenypartners/os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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