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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미국 동력자원부의 예비역 군인 태양광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뉴욕의 Fort Drum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군복무 후에 성장분야인 태양광 산업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예비역 태양광 

산업기술 훈련으로 미국에서 단지 여덟 번째로 군부대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관련 

프로그램산하에 뉴욕에 근거를 둔 교육 프로그램은 1월 11일에 시작될 것입니다.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 군인들은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말하였습니다말하였습니다말하였습니다말하였습니다. ”뉴욕에서의 극적인 태양관 산업의 

성장은 높은 기술을 갖춘 숙련 기술자들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영웅들에게 값진 

훈련과 급성장하는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군복무 후에 

예비역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4년 9월에 미국 동력자원부는 군복무후에 예비역 군인들이 태양광 설치, 판매, 

시스템 검사 또는 다른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Solar Ready Vets)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 산하의 SkillBridge 이니시어티브와 협력합여 군인들이 제대하기 

이전에 직업기술 훈련을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The Fort Drum 프로그램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부, 미국 동력부, Fort Drum부대, 

SUNY Canton대학 및 태양광 설치 회사들과의 협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SUNY 

Canton대학의 강사들은 직접 체험하는 연구실 훈련을 포함한 태양광 기술에 집중하는 

5주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훈련된 예비역들이 뉴욕 태양광 PV 

회사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의 3,600명의 군복무 예비역이 해마다 Fort 

Drum부대에서 전역하며, 그들이 이 프로그램은 통해 민간인 생활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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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RDA는 교과과정 개발 및 첫 125명의 예비역이 25과정 중 5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본 프로그램의 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첫 과정에 참가하는데 있어 Fort Drum 

군인들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복무자들은 GI Bill 혜택을 사용하여 본 과정 

이후의 훈련과정 비용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재단의 태양광 직업 센서스 2014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 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뉴욕주의 태양광 고용은 2014년에 

4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2,1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359개의 태양광 

회사들이 뉴욕주에 있으며 7,000명 이상의 뉴욕거주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6월에 Cuomo 주지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에서 태양광 산업은 국가 평균의 

두배인 300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괄목한 만한 

성장은 모든 뉴욕인들을 위한 깨끗하고, 복원성있는 낮은 비용의 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10억불 뉴욕-태양 이니시어티브를 포함한Cuomo주지사의 에너지 비젼 

전략 개혁을 반영합니다. 뉴욕-태양 프로젝트 첫 2년간, 316 메가와트 태양전력이 

설치되거나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은 이전 10년간 설치된 전체보다 넘는 

실적입니다. 

 

상원의상원의상원의상원의원원원원 Charles E. Schumer씨가씨가씨가씨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Solar 

Ready Vets) 프로그램은 뉴욕에 있어 우리의 팽창하는 태양광산업이 성공하기에 필요한 

최고의 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비역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상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예비역들은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봉사하였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 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예비역들이 미래 경제의 

녹색에너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태양광 회사들이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지역경제에 공헌을 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성국회의원여성국회의원여성국회의원여성국회의원 Elise Stefanik씨는씨는씨는씨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그들의 복무를 마치기 전에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Fort Drum부대의 군인들을 위한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Cuomo 주지사를 격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중요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돕는 동시에 우리의 영웅들이 중요한 일자리를 얻도록 

돕도록 하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상생프로그램입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Patty Ritchie씨는씨는씨는씨는 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 ”Fort Drum에 근무하는 우리의 군인들과 가족들은 

자유 수호의 이름으로 엄청난 희생을 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이 복무를 마치고 미래의 

직업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뉴욕의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Solar Ready Vets)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는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SUNY Canton 대학 교육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중요한 청정 재생 



Korean 

가능한 에너지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주주주 여성의원여성의원여성의원여성의원 Addie J. Russel씨는씨는씨는씨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이니시어티브는 뉴욕에서 청정 

에너지 산업을 확장하는 동안 군인들이 직업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흥미진진한 기회입니다. 많은 수의 군은들은 Fort Drum부대에서 은퇴하고 북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에 중요한 일이며, 군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남, 여군에 투자하는 것은 북 카운티에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원주의원주의원주의원 Ken Blankenbush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Solar Ready 

Vets)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는 동안 예비역 군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우리 군인들에게 특정의 

기술을 갖추게 하여 그들이 복무 후에 오늘 날의 직업시장에서 일자리를 순조롭게 구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우리의 예비역들을 지원하는 촉매재가 

되고 그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찹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및및및및 재정재정재정재정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Richard Kauffman: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젼(REV) 전략, 태양광은 주에 걸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동종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자 에너지 전문인의 수요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Fort Drum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Solar Ready Vets) 프로그램은 군인들에게 기술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이 태양광 산업 일터의 주역으로서 2030년까지 뉴욕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50%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YSERDA회장회장회장회장 및및및및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John B Rhodes,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청정 재생가는한 

에너지의 지속적인 성장은 태양광 산업에서 기술을 가진 인력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예비역들이 그러한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지원하고 뉴욕주의 태양광 산업을 

촉진시키므로서,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젼(REV) 전략을 전진시키게 합니다.” 

 

SUNY Canton의의의의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Zvi Szafran씨는씨는씨는씨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Solar Ready Vets) 프로그램은 SUNY Carton이 최고로 잘 하는 일의 완벽한 

확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더불어, 활동적으로 예비역 군인들과 그들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우리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준비 교육과 성공훈련(CREST) 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 미국 에너지국, CREST 센터 직원 및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관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Fort Drum 방어방어방어방어 사령관인사령관인사령관인사령관인 Bryan J. Laske 대령은대령은대령은대령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Fort Drum에 있는 

군복무중인 남성과 여성은 전 세계의 급박한 기술적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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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을 증명했습니다. 군인의 미래 직업 전환에 있어,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 

프로그램은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들을 성장시키고, 보다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 현재의 직업전선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파트너들과 Fort Drum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 

기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예비역군인예비역군인예비역군인예비역군인 지부지부지부지부 디렉터인디렉터인디렉터인디렉터인Eric J. Hesse씨는씨는씨는씨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예비역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뉴욕의 참가는Cuomo 주지사가 예비역 군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또다른 예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덟 

주의 한 주로서, 예비역 군인들은 뉴욕의 성장하는 태양광 산업에서 번창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뉴욕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미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Cuomo 주지사의 예비역군인들, 군인들 및 군인 가족들, 훈련과 교육을 위한 이 

이니시어티브는 우리 예비역들의 삶을 바꾸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 디비젼 예비역 

군인업무 자문관들은 예비역들이 필요한 교육 목표, 고용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veterans.ny.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노동부 역시 예비역 군인들이 취업을 하거나 그들의 직업기술을 향상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요: labor.ny.gov/vets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Andrew M. Cuomo 뉴욕주지사의 전략입니다. REV는 

새로운 주 차원의 사업과 규제 개혁으로 뉴욕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REV는 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의 성장, 혁신의 지원, 에너지 재생성의 보장, 개인 투자의 

촉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에너지 소비자의 증가된 선택권과 이용 가능한 가격성을 

증대합니다. REV는 청정하고, 뉴욕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중심인 현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203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50%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을 40퍼센트까지 줄이는 목표를 

지원합니다. REV의 일환으로 이미 시작된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로는 NY-Sun, NY Green 

Bank, NY Prize, K-Solar, 그리고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REV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거나 @REV4NY를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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