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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YSUNY 2020 CHALLENGE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제제제제2차분으로차분으로차분으로차분으로 6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급지급지급지급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YSUNY 2020 Challenge 교부금 경쟁 프로그램의 제2차분으로 4건의 

혁신 프로젝트에 6000만 달러를 교부하였습니다. 각각 1500만 달러를 교부받은 이 경제 개발 

프로젝트들은 19개 SUNY 대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들 사이의 협업에 의해 개발 및 

제출되었습니다. 
 

“NYSUNY 2020 이니셔티브는 뉴요커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고등교육 커리큘럼과 

훈련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SUNY 시스템을 뉴욕주의 경제 개발 목표와 

연계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투자를 하고 우리의 

농업, 보건, 제조, 기술 및 청정 에너지 부문을 성장시키고 북부 뉴욕주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부흥시킬 프로젝트에 이러한 제2차분 교부금을 지급하여 기쁩니다.” 
 

“주지사의 NYSUNY 2020 도전에 응답하여 엄청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성장을 촉발하기 위해 각 

지역의 SUNY 칼리지와 대학교들이 뭉쳤으며 제2차분의 결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은 우리 

캠퍼스들과 뉴욕주 커뮤니티를 위한 큰 약속을 표시합니다”라고 SUNY 총장 Nancy L. Zimpher가 

말했습니다. “SUNY의 체계성은 뉴욕주에서 진실로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주지사는 NYSUNY 2020 도전 교부금 프로그램을 2011년 5월에 최초로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8월 

9일 Cuomo 지사는 SUNY 및 CUNY 시스템을 위한 합리적 수업료 정책, 각 시스템에 투자되는 주 

예산의 유지 및 SUNY의 4개 대학센터를 위한 자본 예산을 규정한 NYSUNY 2020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2차분은 주지사가 2012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2012-13 주 

예산의 일부로 제정된 6000만 달러 배정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제3차분 5500만 달러의 

NYSUNY2020은 제1차분 5500만 달러의 NYCUNY2020와 함께 201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발표되었고 2013-14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의 4개 프로젝트가 각각 150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NYS 바이오에너지바이오에너지바이오에너지바이오에너지 공동공동공동공동 학습학습학습학습: SUNY 농업기술대학농업기술대학농업기술대학농업기술대학, Cobleskill; SUNY 기술대학기술대학기술대학기술대학, Delhi; SUNY 농과대학농과대학농과대학농과대학, 

Morrisville. 
 

NYS 바이오에너지 공동 학습(NYSBLC)은 각 캠퍼스에 3건의 상업 규모, 1메가와트(1 MW) 혐기 

바이오다이제스터를 제안하여 에너지 생산, 팽창하는 낙농업을 위한 폐기물 감축과 확장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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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환원 에너지 생산 계획을 위한 대학 및 응용 전문가 교육을 도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 

말 및 기타 가축의 거름을 포함하여 지역 농업 잔류물을 처분하기 위한 경제적 방법을 창조하고 

통합 동물 급식 작전(CAFO)의 확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동물 폐기물을 취급하는 능력 증강을 

포함하여 지역 농장이 조업을 비용효과적으로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요구르트 생산업체 Chobani 및 Fage, 식품 가공업체 Beech-Nut, McDonald’s와 Burger 

King을 포함한 지역 패스트푸드 식당들, Drainmasters, Price Chopper, Kraft Foods, MorningStar 

Dairy/Ultra Dairy, Freisland-Campania, Martin Growers 및 낙농장, 사육장, 채소 재배자, 사과 재배자 

및 기타 원재료 공급을 위한 지역 기업식 농업을 포함한 지역 농업 커뮤니티들과의 제휴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각의 장소에서 20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개의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관리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여 800여만 달러어치의 총 69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대학에서의 학문적 뒷받침으로 낙농 생산, 식품 가공 및 요구르트 제조업에서 약 

75개의 민간부문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년 봉급 및 수당으로 734,000 달러 등 총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SUNY 환경보건환경의학연구원환경보건환경의학연구원환경보건환경의학연구원환경보건환경의학연구원: SUNY 환경과학임학대학환경과학임학대학환경과학임학대학환경과학임학대학; SUNY Upstate 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 SUNY Oswego; 

Onondaga Community College 
 

이 프로젝트는 의학, 환경, 엔지니어링, 기업가 정신, 기술 및 교육을 아우르는 미국 최초의 

환경보건환경의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이 연구원은 새로운 연구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제공하며, 건강과 의학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준학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교수, 연구, 의료 및 기업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4개 SUNY 캠퍼스와 기타 지역 

파트너들의 힘을 활용할 것입니다. 연구원은 Welch Allyn, Colden Corporation, C&S, O’Brien & Gere 

및 ConMed Corporation을 포함하여 지역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연구원 창설 제안은 

중부뉴욕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5개년 경제개발 전략 계획을 보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선 

기술 분야와 기타 개발 부문에서 400개의 건설 일자리와 651개의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고 등록 

학생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20개의 특허와 적어도 22개의 신생 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연구연구연구 및및및및 기술기술기술기술 이전을이전을이전을이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SUNY 제조제조제조제조 동맹동맹동맹동맹: SUNY 기술연구원기술연구원기술연구원기술연구원; Ulster Community College; Dutchess 

Community College; Rockland Community College; Orange Community College;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Herkimer Community College; 및및및및 Morrisville 

State College. 
 

이 프로젝트에 의거 SUNY 제조 동맹 기관들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제조 인력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조 전문가를 위한 지속 교육 요건을 개발할 것입니다.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위한 SUNY 제조 동맹(SMART)은 SUNYIT과 SMART 파트너 기관들의 제안입니다; Morrisville 

주립대학과 7개 커뮤니티 칼리지(Ulster, Dutchess, Rockland, Orange, Westchester, Mohawk Valley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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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kimer)는 교부된 자금을 사용하여 5:1의 투자수익률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 협업을 통해 SMART는 글로벌 첨단 제조 센터(CGAM)를 위한 교육 핵심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CGAM은 Mohawk Valley 및 Mid-Hudson Valley 지역에서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조율하고 창업 보육, 

가속화 및 기술 이전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체를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훈련은 고용주와 

학생들을 위해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개선; 

지역, 전국 및 전세계의 공급 연쇄 활용; 종업원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두 지역에서 약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입니다.  
 

Southern Tier 리툴링리툴링리툴링리툴링: Alfred State; Broome Community College; Corning Community College; 

Jamestown Community College 
 

이 프로젝트는 Southern Tier 지역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더욱 숙련된 기술 근로자들을 제공하고 

현지 제조 기지의 지원 및 개발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Southern Tier 리툴링 

프로젝트는 Corning, Solepoxy, Raymond 및 Alstom Air Preheater가 포함된 현지의 첨단 제조 

기업들과의 직접 매칭 및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 

훈련 프로그램을 50% 확대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회사들을 위해 매년 최대 300명의 학생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신규 및 팽창된 제조 직무를 위한 유자격 후보자로 길러낼 것입니다. 훈련은 이 지역 

기업들의 니즈로 진술되고 산업자문협동위원회를 통해 식별된 니즈에 연계될 것입니다. 
 

각 캠퍼스는 외부 자금을 1:1의 비율로 활용하여 시설을 만들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대학 

프로그램을 실시 및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Southern Tier 

리툴링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Southern Tier 지역에 2,340개의 추가적 일자리를 도입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시설 의무, 교수진 채용과 업계 채용 및 유지로 인해 첫 3년 내에 1,100개의 일자리가 

도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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