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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1월을 뉴욕주 견습의 달로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17,000명 이상의 등록 견습생과 주 전역에 걸쳐 90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뉴욕을 

선도하는 견습 프로그램 기념  

  

뉴욕주 노동부, LVMH의 등록 견습 프로그램 미국 개시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Tiffany & Co.에서 주 전체 견습 투어 시작  

  

여기에서 선언문을 읽으십시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1월을 뉴욕주 견습의 달로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다양한 숙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17,000명 이상의 등록된 

견습생과 주 전역에 9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견습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욕의 견습 프로그램을 기념합니다. 등록된 견습생은 뉴욕 시민들이 높은 

임금과 좋은 혜택으로 실무 학습과 직접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양질의 직업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오늘 Tiffany & Co.를 방문하여 

모회사인 LVMH의 첫 뉴욕주 등록 견습 프로그램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NYSDOL은 한 

달 내내 주 전역의 다른 견습 프로그램을 계속 방문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습생은 영향력 있는 고임금 경력을 위한 중요한 

진수대 역할을 하며, 우리는 바로 여기 뉴욕에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견습 프로그램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뉴욕주 견습의 달 동안, 뉴욕 구직자들을 위한 기회를 넓히고 있는 많은 지역 사업체들과 

중요한 일자리를 채우고 우리 주의 재능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일하는 수천 명의 

등록된 견습생, 노동 그룹 및 무역 단체들을 기념합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견습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 걸쳐 622명의 후원자가 운영하는 912개 프로그램에 17,113명의 등록된 

견습생들이 다양한 숙련된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등록 견습생에 대한 

참여는 계속 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만 79개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15개의 새로운 

거래가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11%2FApprenticeship_Month_2022.pd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05037fdb1094fce1eb308dac2737b0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3609859891085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sop0iipDu6H6Mwy56ULq%2BWYR9ouj%2FnagJH99XQ7oI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11%2FApprenticeship_Month_2022.pd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05037fdb1094fce1eb308dac2737b0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3609859891085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sop0iipDu6H6Mwy56ULq%2BWYR9ouj%2FnagJH99XQ7oIo%3D&reserved=0


 

 

등록된 견습생은 수십 년 동안 건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건설업 이외의 기업들은 이러한 교육 경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견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제조업체 연합(Manufacturers Alliance of New York)과 

같은 단체와 Tiffany & Co.와 같은 회사들은 뉴욕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중요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주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견습 프로그램의 미래 

확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록된 견습생은 뉴욕 시민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배경을 가진 뉴욕 시민들이 경제적 영역에서 보람 있고 수요가 많은 경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 유서 깊은 프로그램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VMH North America의 최고 인사책임자인 Gena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VMH는 Metiers D'Excellence 등록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75개 이상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장인과 럭셔리 공예품을 더 많은 청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노동부가 Tiffany & Co.와 협력하여 미국에서 보석 디자인 및 제작 분야에서 

차세대 공예가들의 첫 번째 코호트를 훈련시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Tiffany & Co.의 글로벌 최고인사책임자인 Mary Bella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소셜 임팩트 플랫폼인 Tiffany Atrium에 이어 Metier d'Excellence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Metiers d'Excellence 이니셔티브는 Tiffany Atrium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교육을 통해 Tiffany & Co. 인력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미국의 학생, 초기 직업 전문가 및 교육 기관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New York State Building Trades의 Gary LaBarber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중요한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실제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견습생 및 사전 견습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매우 숙련된 상인과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11월을 뉴욕주 견습의 달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외된 지역사회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뉴욕 시민들에게 노조 건설업 경력을 통해 보수가 좋은 일자리와 

중산층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뉴욕을 더 나은 곳으로 

다시 건설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MACNY 및 뉴욕주 제조업체 연맹(Manufacturers Alliance of New York) 회장인 

Randy Wolk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등록 견습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주 

전역으로 확대되어,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MACNY와 Alliance Partners는 뉴욕주 노동부, SUNY 및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ress.tiffany.com%2Ftiffany-co-announces-tiffany-atrium-a-social-impact-platform-to-inspire-connection-and-social-change%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05037fdb1094fce1eb308dac2737b0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3609859891085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8fuuwgt42FUgyxJ73VudCc2qtH1%2BZGN9rx3TJ0hB5%2Fo%3D&reserved=0


 

 

기타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흥 산업의 증가하는 

인력 수요가 충족되도록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1월을 

뉴욕주 견습의 달로 선포하고 이러한 진행 중인 인력 이니셔티브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NYSDOL은 Tiffany & Co와 함께 Louis Vuitton Moet Hennessy의 미국 첫 Métiers 

d'Excellence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Tiffany & Co.를 방문함으로써 뉴욕주 견습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 등록 견습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예술가들을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디자인 및 소매 분야에서 미래의 보석상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현재 8명의 견습생이 첫 번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SUNY의 패션 

공과대학(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이 견습생들의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Tiffany & Co.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NYSDOL은 수도권 지역의 Classroom Academy, 

모호크 밸리의 Nail Creek Pub & Brewery, 웨스턴 뉴욕의 버팔로 시 소방국, 센트럴 

뉴욕의 Sheetmetal Worker Local 58, 서던 티어의 Jamestown Local #106의 Electricians 

JAC, 모호크 밸리의 Strategic Global Aviation LLC 등을 포함한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을 

둘러보기 위해 주를 여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NYSDOL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NYSDOL은 프로그램의 교육 구성 요소를 감독하는 뉴욕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에 등록된 견습생 제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NYSDOL의 견습 리소스 웹 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SUNY 임시 총장인 Deborah F. Stan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는 뉴욕주 노동부 

및 주 전역의 기업들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 매년 증가하는 다양한 견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명한 Tiffany & Co., 모회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럭셔리 브랜드 리더인 

LVMH와 패션 기술 연구소 간의 이러한 특별한 협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이 8명의 개인들이 보석 디자인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충실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견습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헌신과 프로그램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패션 공과대학의 학과장인 Joyce Brow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VMH 및 Tiffany 

& Co.와 같은 선도 기업의 견습 프로그램은 우리의 재능 있는 FIT 학생들이 성공적인 

커리어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학계와 산업 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견습은 오랫동안 인력 개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뉴욕 전역에 걸쳐 기업들이 인재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교육부 Betty A. Ros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우리의 집단 역량은 커지고, 모든 학생들은 이익을 

얻습니다. 견습을 포함한 진로 경로는 개인들이 경력을 시작하고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흥미로운 진로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lvmh.com%2Ftalents%2Fmetiers-dexcellence%2Finstitut-of-metiers-dexcellence-lvmh%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05037fdb1094fce1eb308dac2737b0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3609859891085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OY83N%2B21N3nme6z20%2FbwWo7QNi0p6y%2FSUm4kUc6Et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lvmh.com%2Ftalents%2Fmetiers-dexcellence%2Finstitut-of-metiers-dexcellence-lvmh%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05037fdb1094fce1eb308dac2737b0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3609859891085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OY83N%2B21N3nme6z20%2FbwWo7QNi0p6y%2FSUm4kUc6Et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apprenticeship%2Foverview&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05037fdb1094fce1eb308dac2737b0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3609859891085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i6Ldi%2BXI%2Fho5BIi1oNyZx3xdzXTIKKMBfvykKHqdiU%3D&reserved=0


 

 

 

뉴욕주 총장 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 Chancellor) Lester W. 

Young, Jr.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습 프로그램은 이전에 

채용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관련 교실 교육과 결합된 현장 교육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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