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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퇴역군인들을 위한 신규 영농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시 발표

퇴역군인들이 농장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군대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분야 최초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뉴욕주 최초의 웨스턴 뉴욕 농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영농업계의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퇴역군인들을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 기회는 농장에서 유용한 직무
기술을 습득하면서 퇴역군인들이 군대 수당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뉴욕주 퇴역군인
담당부서 (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DVA)의 실무교육 (On-the-Job
Training, OJT) 정책을 확대합니다. 코넬 소농장 프로그램 (Cornell Small Farms
Program)의 지원으로 클라렌스에 소재한 웨스턴 뉴욕의 Kreher’s Farm 이
퇴역군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뉴욕주의 첫 번째 농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신청하도록 다른 농장들에게
추가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퇴역군인들은 뉴욕주와 조국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희생했습니다. 우리 조국과 조국의 토대가 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 부름에 응한 용감한 남녀 퇴역군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문을 열어서 퇴역군인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사회에 지역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는 Kreher’s Farm 의 프로그램 참여를 축하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다른 농장들의 합류를 권장합니다.”
2014 년에 Cuomo 주지사가 설립한 뉴욕주 초보 영농인 작업그룹 (New York State
Beginning Farmers Workgroup)은 농업 및 영농업계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원하는
퇴역군인들을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작업그룹의
논의로 뉴욕주 농장들을 포함하도록 이 프로그램의 기존 실무교육 (OJT)을 확대하기
위해 퇴역군인 담당부서 (DVA)와 협력하여 코넬 소농장 프로그램 (Cornell Small Farms
Program)의 Farm Ops 정책을 선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실무교육 (OJT)이 전기
기술자, 배관공, 기타 숙련 직업들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고용주들에게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을 제공하면서 퇴역군인들이
군복무에서 벗어난 후 그들에게 유익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무교육기간 동안,
퇴역군인들은 임금을 받으며 또한 생계비 해소를 지원하는 GI Bill 수당을 통해서
군대주택수당 (Military Housing Allowance) 또한 받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농장들은 신청서와 교육 개요를 반드시 퇴역군인 담당부서 (DVA)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개요에는 실무교육 동안 배워야 할 기술들과 퇴역군인들이
완수해야할 의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실무교육 기간은 6 개월에서 2 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농장들은 실무교육이 끝나면 퇴역군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코넬 소농장 프로그램 (Cornell Small Farms)의 직원들은
영농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승인될 경우,
코넬 소농장 프로그램 (Cornell Small Farms)은 또한 관심이 있는 퇴역군인들을 신청한
농장들에 소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참여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을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는 영농인들은 코넬 교육지원 전문가인 Dean
Koyanagi 에게 drk5@cornell.edu 이나 607-255-9911 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퇴역군인 담당부서 (DVA)는 Kreher’s Farm 을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뉴욕주
최초의 농장으로 승인했습니다. Kreher’s Farm 은 선도적인 계란 사업 및 뉴욕주에서
가장 큰 유기농 곡물 생산업체입니다. Kreher’s Farm 의 실무교육 (OJT) 신청을 고려하는
퇴역군인들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초보 영농인 및 목장주 개발 프로그램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Patty Ritchie 상원의원, 뉴욕주 농업시장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뉴욕주 영농 생존권 연구소
(New York State Farm Viability Institute), 미국 농무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국립 식품 농업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의 업무를
통하여 뉴욕주 의회 (New York State Legislature)가 제공합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의 구성원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그들이
복무를 마친 후에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역군인들에게 영농 분야의 잠재적인
일자리를 소개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뉴욕주 선도 산업의 미래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Bill Magee 하원 농업위원회 (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퇴역군인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경우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번창하는 산업에서 성공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퇴역군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기회입니다.”
Ball 뉴욕주 농업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복무한
수천 명의 고참병들이 매년 군대에서 명예롭게 퇴역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들의 강한
직업윤리 및 특별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퇴역군인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일자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특별히 농업분야에서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숙련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차세대 영농사업을
지원하면서 강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우리 퇴역군인들을 위한
귀중한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울 것입니다.”

Eric Hesse 뉴욕주 퇴역군인 담당부서 (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 Affairs)
부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의 퇴역군인들을 위한 또 다른 훌륭한
기회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을 갖춘 퇴역군인들이 GI Bill 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뉴욕주의 승인을 받는 최초의 농장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받은 점에
대해서 우리는 Cornell 과 Kreher 의 농장들 양쪽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농업
산업이 뉴욕주에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는 퇴역군인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 자격이 있는 퇴역군인들과 더 많은
농장들이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코넬 소농장 프로그램 (Cornell Small Farms Program)의 책임자인 Anu Rangaraj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Cornell Farm Ops 프로그램은 퇴역군인들이
농업계에서 영농기업인 또는 영농업 종사자로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퇴역군인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일자리를 찾으며 뉴욕주를
보금자리로 삼고있는 퇴역군인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뉴욕주 농장들과 힘을
합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Mike Kreher, Kreher’s Farm 동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귀환할 경우 퇴역군인들은 지역사회와
장래의 고용주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직장에서 소중하게
여길 많은 기술들을 군대에서 개발합니다. 고용주로서 우리가 일자리와 기회를 잡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남녀 퇴역군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Jim Bittner, 뉴욕주 영농 생존권 연구소 (New York State Farm Viability Institute,
NYFVI)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영농 생존권 연구소 (NYFVI)는 2006 년부터
뉴욕주의 초보 영농인 프로그램 (Beginning Farmer Program)을 위해 기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농무성 (USDA) 보조금을 가능하게 하는 갹출 기금을 제공하는
것과 이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 군대의 영웅들에게 수당을 주고 농업분야에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회는 이 프로그램을 귀환
퇴역군인들과 뉴욕주 농업을 위한 위대한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John Lemondes, 뉴욕주 영농 퇴역군인 연합회(New York State Farmer Veteran
Coaliti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영농 퇴역군인 연합회(NYS Farmer
Veteran Coalition) 회장으로서, 저는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이 실무교육 (OJT) 자체는 우리 주와 국가가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의
교차점을 보여주며, 이를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거나 이해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공백인,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식량 생산을 채우기 위해, 미국인구의 일부분과 그들의 지적 자본,
기술, 경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진입
장벽 때문에 초보 영농인들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을 보게 되어 저는 행복합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퇴역군인들을 포함하여 신입 및 초보 영농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코넬 대학교와 코넬 소농장 프로그램 (Small Farms Program)을 포함하여 여러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영농인들을 위해 가능한 온라인
가이드는 뉴욕주 규정, 실무교육, 토지 소유권, 영농 재정, 마케팅, 기타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은 뉴욕주의 초보 영농인 작업그룹 (State’s Beginning
Farmer Workgroup)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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