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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빈곤한 환경의 젊은이들을 위한 견습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26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발표  

 

뉴욕주 최초의 예비 견습과정 (Pre-Apprenticeship) 보조금 수령 기관을 지원하는 110만 

달러 

 

신규 등록 견습 프로그램들의 수립을 위해 사업 원조를 늘리기 위한 연방  

기금 150만 달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 최초로 뉴욕주가 후원하는 예비 견습과정 

프로그램 (Pre-Apprenticeship Program)의 일환으로 6 곳의 훈련 제공 기관이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공기관들은 빈곤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남녀 젊은이들을 

위해 완전 견습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는 예비 견습과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에서 학교를 그만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예비 견습과정 프로그램 

(Pre-Apprenticeship Program)을 통해, 우리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부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숙련된 근로자들과 기업을 연결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더 튼튼하고 공정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에 발표한 다음의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s)를 통해, 6곳의 훈련 

제공기관들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견습과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지사의 목표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대상 지역 금액 견습생 

협력하여 뉴욕시 재건축하기 

(Rebuilding Together NYC) 
뉴욕시 97,500 달러 15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30-million-expand-urban-youth-jobs-program-and-launches-statewide-pre


건축 기술을 위한 Edward J. 

Malloy 프로그램 
뉴욕시 240,000 달러 40 

여성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221,372 달러 36 

P/NW BOCES 

퍼트넘 카운티 및 

노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50,000 달러 25 

숙련공 재교육 목수 견습과정 

뉴욕시 지구 협의회 및 산업 

기금 (NYC District Council of 

Carpenters Apprenticeship 
Journeyman Retraining 
Educational & Industry Fund) 

뉴욕시 지역 296,000 달러 50 

동북부 목수 견습 훈련 및 

교육 기금 (Northeast 

Carpenters Apprenticeship 
Training and Education Fund) 

올버니, 허드슨 밸리, 

로체스터, 

롱아일랜드 

100,000 달러 25 

총액 
 

1,104,872 달러 191 

예비 견습과정 (Pre-Apprenticeship)은 등록한 견습과정 프로그램에 견습생들이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 및 제조업을 포함하여 사업 분야를 접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참가자들에게 실시합니다. 선정된 훈련 제공기관들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일반인들을 뽑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단체, 기타 모집 기관과 협력하여 

일할 예정입니다. 예비 견습생이 등록한 견습 프로그램을 졸업할 경우, 젊은이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관련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뉴욕주 기금 프로젝트, LaGuardia 

공항 및 Penn 역 재개발을 포함한 건설 계약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에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가 6월에 

ApprenticeshipUSA에서 지급한 신규 Accelerator 보조금 20만 달러 이외에도 150만 

달러의 ApprenticeshipUSA State Expansion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가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산업을 확인하여 신규 등록 견습 프로그램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s)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주와의 연결시킴으로써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와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이 경험을 쌓으면 좋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 직업 실습 훈련을 교실 수업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State Labo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등록 견습과정 (Registered Apprenticeship)에 지원해 

주신 덕분에, 뉴욕주는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부문 및 신흥 부문에서 견습과정을 확대하는 

데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성있는 기술을 배우게 해서 좋은 임금을 받으며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으로 뉴욕주의 등록 견습과정 프로그램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은 이미 신규 등록 견습생이 2010년 3,419명에서 2015년 

4,774명으로 증가하여 현저한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 보조금은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뉴욕주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향후 더욱 확장시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2011년에는 건설업종에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수의 25%를 

차지했는데, 2015년 말에는 전체 프로그램 수의 31%로 증가했습니다. 견습과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는 지역사회 보건소 직원 (Community Health Workers), 

컴퓨터 지원 기술자 (Computer Support Technicians), 정밀 광학 제조 기술자 (Precision 

Optics Manufacturing Technicians), 무심 연삭기 기계공 (Centerless Grinder Machinists) 

등이 포함됩니다.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습과정 프로그램들은 기술, 훈련, 

중산층으로 이르는 길을 근면한 미국인들에게 제공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간부 회원 (Ranking Member)으로서, 저는 

ApprenticeshipUSA 프로그램을 위해 9,000만 달러를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일자리와 더 안전한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현명한 연방 투자금을 주지사님께서 잘 활용하시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운 직업 시장에서, 

견습과정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프로그램 참가자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 전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확장하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 저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기업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고용주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연방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Steve Isra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비 견습 프로그램 (Pre-

Apprenticeship Program)은 재능있는 젊은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지역사회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며 밝은 미래를 건설 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신 지도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혜택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한 환경에 처한 많은 

젊은이들은 결코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Cuomo 주지사님의 견습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덕분에 젊은 뉴욕 주민들은 해당 지역사회를 번창하게 만들며 

뉴욕주의 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또한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님과 

저는 취약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ApprenticeshipUSA와 같은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athleen Ric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습과정 프로그램은 우리가 근로자 

여러분을 새로운 기술, 높은 임금, 더 나은 직업으로 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특히 빈곤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과 사회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뉴욕 주민들을 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롱아일랜드, 뉴욕주 전 지역, 미국 전 지역으로 견습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뉴욕주의 견습과정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labor.ny.gov/apprenticeship/appindex.shtm  
 

ApprenticeshipUSA 소개 

ApprenticeshipUSA는 견습과정 프로그램을 성장시켜 다각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전략의 일환입니다. 향후 18 개월 동안, 이 활동은 근로자들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경력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첨단 제조업, 정보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수천 

가지의 새로운 견습과정 프로그램을 낳을 것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양쪽 

모두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견습과정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역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들은 여성과 사회 소수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과거의 도제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주문형 

견습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을 돕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dol.gov/featured/apprenticeship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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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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