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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청년 여름 취업 프로그램(YOUTH SUMMER JOBS PROGRAM)을 위한 2750만 달러 

발표 
 

18,000여 명의 청년이 직장에서 경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여름 청년 채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18,000여 명의 저소득층 청년에게 소중한 업무 경험과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며 학교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젊은이들이 여름 동안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면 취업 기회를 
넓히고 미래 취업 준비를 위한 중요한 업무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만듦으로써 뉴욕 경제를 강화하고 뉴욕의 청년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담당실(OTDA)는 2014년 여름 청년 채용 프로그램(2014 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자금으로 주 전역에 2750만 달러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청년들은 학군, 공원, 요양원, 여름 캠프, 보육 기관, 노인 센터,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OTDA의 Kristin M. Proud 국장은 “여름 청년 채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청년들이 경력을 
쌓으면서 지식, 기술,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여름 청년 채용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학생과 고용주에게 혜택이 
되고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assau 카운티의 Five Towns Community Center 상무인 Bertha Pruitt씨는 “청년들은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여름 동안 취업의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을 성인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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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성과와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chester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The Friendly Home의 인사부 코디네이터인 Courtney 
Mrowczynski씨는 “우리는 청년들이 성장하여 시간 관리, 팀워크 및 관계 형성과 같은 중요한 업무 
기술을 쌓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주민들에게 동료 의식을 제공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식당 서비스, 세탁, 농사와 같은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멘토링과 실제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개발을 위해 청년들을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에서 2명의 청년을 Friendly Home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14세에서 20세이어야 하며 가족의 총 수입은 연방 빈곤 레벨에서 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소득은 연간 $39,0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었으며 참가하려는 청년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현지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가 
방법은 OTDA 웹 사이트 http://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를 방문하십시오. 
 
다음은 카운티별 2014년 기금 금액 목록입니다: 

카운티 2014년 금액 

Albany $440,119  

Allegany $135,119  

Broome $343,325  

Cattaraugus $165,865  

Cayuga $115,588  

Chautauqua $252,489  

Chemung $138,561  

Chenango $90,852  

Clinton $154,608  

Columbia $64,167  

http://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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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land $118,152  

Delaware $83,276  

Dutchess $314,249  

Erie $1,207,092 

Essex $54,976  

Franklin $92,577  

Fulton $84,390  

Genesee $72,870  

Greene $74,358  

Hamilton $7,005  

Herkimer $95,796  

Jefferson $209,180  

Lewis $48,364  

Livingston $125,146  

Madison $124,447  

Monroe $1,011,857 

Montgomery $72,121  

Nassau $729,842  

Niagara $279,842  

New York 
City 

$14,453,761 

Oneida $3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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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ndaga $691,262  

Ontario $116,170  

Orange $411,661  

Orleans $61,241  

Oswego $258,106  

Otsego $150,997  

Putnam $45,485  

Rensselaer $207,796  

Rockland $279,648  

St. Lawrence $300,484  

Saratoga $163,189  

Schenectady $164,235  

Schoharie $64,235  

Schuyler $31,712  

Seneca $70,627  

Steuben $158,709  

Suffolk $957,538  

Sullivan $119,218  

Tioga $70,771  

Tompkins $383,428  

Ulster $21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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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en $76,514  

Washington $69,395  

Wayne $112,179  

Westchester $737,924  

Wyoming $61,237  

Yates $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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