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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근로자 교육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뉴욕시 젊은 근로자들에게 2,400 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가 이끄는 총기 폭력 예방 계획의 일환으로 

브루클린 자치구(Brooklyn Borough) Eric Adams 자치구 대표와 함께 근로자 교육 

컨소시엄(Consortium for Worker Education, CWE)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WE 는 NYC 중앙 노동위원회(NYC Central Labor Council) 산하의 인력 개발 

조직으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총기 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에 사는 

2,400 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 훈련 보조금, 보수가 좋은 장기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배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uom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가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생산적인 활동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을 갖추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직업적으로 장기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 젊은이들 앞에는 창창한 장래가 있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브루클린 자치구 대표 Eric Adam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총을 집는 것을 

예방하려면, 아이에게 망치와 주걱과 청진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중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총기 폭력 우범지대에서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유색인종 커뮤니티 내 유혈 파동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투자에 대한 저희 요청에 귀를 기울인 주지사에게 

감사 드리며, 이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 뉴욕주 노동부(DOL)및 저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합니다." 

 

CWE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는 고도의 총기 폭력으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뉴욕시 

지역에 거주하는 18 세에서 24 세의 젊은이들입니다. 또한 폭력 단속단과 기타 총기 폭력 

반대 옹호 그룹 및 유관 단체에서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도 우선 순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취업 준비 훈련에 집중한 민간 고용주들과 노동조합 견습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준에 

따라 고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당 업종 및 직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럭, 버스, 자동차 수리 및 정비 



• 상업용 운전 면허 

• 건설 사업 관리 

• 조리, 제과, 요식 서비스 

• 의료 

• 건축업 견습 

• IT 소프트웨어 및 지원 

• 사이버 보안 

• 건축 설비업 

• 호텔 및 관광 

 

근로자 교육 컨소시엄(Consortium for Worker Education)의 Joseph McDermott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 및 취업 소개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뉴욕시의 

총기 폭력과 투쟁하는 데 매우 귀중한 퍼즐 조각입니다. 이 일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나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력 기반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가 심각한 총기 폭력과 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되어 뿌듯하게 생각하며 젊은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찾도록 돕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자격이 있는 젊은 근로자들이 CWE 의 훈련 및 

직업 소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기 폭력 단속단, 성직자 및 지역사회 그룹, 

노동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젊은 근로자들이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그룹은 여기 DOL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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