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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신규 등록 간호사 1,000명의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한 SUNY 및
CUNY 장학제도 발표
Nurses For Our Future Scholarship, 뉴욕 시민들을 돌볼 수 있는 1,000명의 신규

간호사 교육에 기금 지원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대학교와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주최한 조찬회에서
1,000명의 신규 의료 종사자들이 SUNY와 CUNY에서 RN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Nurses For Our Future Scholarship'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 있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부족과 인력 부족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을
영웅으로 여겼었습니다. 팬데믹은 의료 산업에서 인력 부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더 많은 간호사를 교육하고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Nurses For Our Future Scholarship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SUNY와
CUNY 장학금은 모든 뉴욕 시민들이 1년, 2년 및 4년제 학위, 커뮤니티 칼리지, SUNY와
CUNY를 중산층으로 가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뉴욕을 더욱 번창하고 평등한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병원은 인력 부족과 대규모 환자 유입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NYSRN에서 봉사할 간호 및 의료
전문가를 모집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9,300명
이상의 등록 간호사가 있습니다. 'Nurses For Our Future Scholarship'은 1,0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SUNY나 CUNY의 간호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시간제 또는 풀타임으로 유연한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 분야에서 활동적인 뉴욕주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진로를 발전시키고
SUNY 또는 CUNY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교육을 발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기존 및 실업자들에게 마케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는 공인 간호
보조원, 정식 간호원 및 요양원 보조를 포함한 수요가 높은 초보 수준의 간호사 인증을
위한 지역 SUNY 교육 기회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구직 지원
뉴욕주 잡 뱅크(New York State Job Bank)에는 오늘날 뉴욕주에서 이용 가능한 거의
220,000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키워드, 우편 번호, 직책 및 회사 이름으로
직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JobZone 구직 및 경력 개발 도구를 사용하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구직 활동을 정리하고, 이력서를 개발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또한 매일 이력서 작성, 구직, 면접 기술과 같은 모든
산업 분야의 구직자들을 위한 관련 주제에 대한 라이브 가상 워크숍 및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노동부는 수백 개의 기업과 제휴하여가상 직업 박람회(Virtual Career
Fairs)를 개최하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검색하여 채용 중인 기업과 직접 연결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뉴욕주는 현재 이용 가능한 거의 3만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위치, 직함 및 회사별로 정렬하여 나열하는
시간제 채용 기회잡 뱅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부를 활용하여 무료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명의 잠재적
구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웹사이트에서 직접 색인 처리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NYS Job Bank에 채용 정보를 게시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수백만 명의
구직자가 채용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NYS Talent Bank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경력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세액 공제 및 기타 고용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SUNY Jim Malatras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온라인에는 LPN에서
BSN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위에 걸쳐 70개 이상의 간호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SUNY는
의료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소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장학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 시간제나 풀타임으로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에게
교육과 삶의 책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최대 규모의 종합 고등교육 학교인 SUNY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UNY Félix V. Matos Rodríguez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 치료 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하고
숙련된 등록 간호사의 공급 확대가 이 제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CUNY의 양질의 간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매우 필요한 분야에서 보람 있고 보수가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UNY는 차세대 간호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Pat Kane, RN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우리들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호사 지위를 재건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님의 비전 있는 투자야말로 뉴욕 시민들이 계속 의지하고 있는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지원입니다. 최고의 보살핌은 또한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보살핌이기 때문에, 이 1,000개의 장학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
전역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인력을 모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장학금 기회를 SUNY와 CUNY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또한 우리의 공공 고등 교육
기관들을 강화시켜 주고 Hochul 주지사가 우리의 의료 종사자와 젊은이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인력 채용은 의료 접근성과
품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했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그러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펼쳐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Bea Grause,
RN, JD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인력 공급 라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의 예비간호사들이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조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뉴욕 지역사회가 많이 필요로
할 간병인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의
Kenneth E. Rask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병원 커뮤니티의
인력난에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확고한 의료 인력 옹호자입니다.
1,000명의 신규 등록 간호사의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간호사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잘 훈련된 간호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비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는 빙엄턴 대학교 Decker College of Hocholutions and Health Sciences의
최근 개교에 이은 것으로, 의료 교육 및 뉴욕 주의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전역의 SUNY 대학과 대학교들은 70개
이상의 공인 간호학 학사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정 건강 보조에서 박사 및
고급 자격증까지 17가지 다양한 간호사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SUNY 학생들은 온라인
또는 강의실에서 필요한 실제 경험과 함께 엄격한 과정을 거친 후 의료 분야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졸업합니다. CUNY는 매년 시니어 칼리지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간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4개 CUNY 기관의 LPN, 준학사, 학사, 석박사 프로그램(DNP 및
박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50개 이상의 고급 간호 자격증 및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1,800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CUNY의 간호 프로그램은 의료 분야에서 기회와
발전을 확대하고 차세대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여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인구에게
고품질의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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