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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2차 라운드에서 700만 달러의 상금 

발표  

  

42개 기관, 인력 개발상 기금 수령  

  

2,550명 이상의 뉴욕 시민을 위해 수요가 많은 기술 교육 기금 지원  

  

지원을 강력히 권장하는 교육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workforcedevelopment.ny.gov에서 신청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체의 42개 기관이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7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련의 상은 8월에 시작된 2차 자금 지원 

하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상이며 뉴욕 시민들이 양질의 임금이 좋은 

일자리를 준비하고 찾고 기업들의 단기 노동력 요구를 충족하며 지역적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며 견습을 확대하고 성장하는 산업의 장기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지역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4,8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통합 기금 신청 절차를 통해 계속 접수됩니다.  

 

노동부, SUNY 및 CUNY가 이번 시상식에서 제공하는 자금 및 인센티브는 주 전역에 

걸쳐 2,550명 이상의 뉴욕 시민에게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중요한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이 갑자기 실직하고 자신을 재창조하고 경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력 개발 상은 중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뉴욕 시민과 미래의 수요가 많고 임금이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며, 

교육, 비즈니스 및 공공 투자 간의 조화를 이루어 우리 주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그들의 

다음 직업 단계를 결정하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여러분의 재능과 야망에 걸맞은 새로운 

뉴욕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는 지역 경제의 수요와 기회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 신청을 

추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력 개발 지원금을 수령할 기업 및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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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 SUNY 스케넥터디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NSH USA Corporation,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   센트럴 뉴욕: Pyrotek Inc., 톰킨스 코틀랜드 커뮤니티 칼리지  

·   핑거 레이크스: 로체스터 종합병원, eHealth Technologies, Helen & Gertrude 

Agency, Lifetime Assistance Inc., Optimax SI, ProAmpac, Greater Living Architects 

P.C.,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GW Lisk, Inc, 핑거 레이크 커뮤니티 칼리지  

·   롱아일랜드: 롱아일랜드 유나이티드 웨이, 니콜라스 센터, We Connect The Dots, 

Inc., 롱 아일랜드의 가톨릭 의료 서비스,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 건강 관리 및 재활을 

위한 Parker 유대인 연구소, 나소 커뮤니티 칼리지, 발달 장애 연구소(Developmental 

Disabilities Institute), 이스트 엔드 장애 어소시에이트(East End Disabilities 

Associates), Family Residences and Essential Enterprises, Inc., 인디펜던트 그룹 홈 

리빙(Independent Group Home Living), 서퍽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   미드 허드슨: 니콜라스 센터, Williams Lumber, ShopRite, 더치스 커뮤니티 칼리지  

·   모호크 밸리: 모호크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Universal Plastics, 매소닉 케어 

커뮤니티, Consolidated Precision Product, Indium Corporation, The Center, GPO 

Federal Credit Union, The Rescue Mission, C & H Plastics  

·   뉴욕시: 뉴욕 그레이스 인스티튜트,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The Door - A Center 

of Alternatives, Inc., 브롱크스 커뮤니티 칼리지 디자인 스튜디오, 건강 관리 및 

재활을 위한 Parker 유대인 연구소, 브롱크스 커뮤니티 칼리지, We Connect The 

Dots, Inc.  

·   서던 티어: H & E Stork Turbo Blading, 톰킨스 코틀랜드 커뮤니티 칼리지, 퍼스트 

헤리티지 연방 신용 조합,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력 개발은 Hochul 주지사의 팬데믹 경제 회복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 Development Initiative)는 

교육, 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뉴욕 시민들을 수요가 많은 직업에 투입하는 동시에 

기업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저는 근로자와 기업에 혜택을 주고 뉴욕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역 맞춤형 인력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뉴욕주 전역에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통합 기금 신청에 따라 수여되는 상은 기업의 단기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인 산업 수요를 해결하며, 지역적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지역 

인력 기관의 유연성과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직장 학습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적 지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WDI 자금 지원에서 청정 에너지, 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및 첨단 기술을 

비롯하여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망한 분야의 지역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여성, 청년 근로자 및 진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 225개 조직들에게 7,000만 달러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기금은 주 전역에 걸쳐 51,000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중요한 직업 훈련과 고용 기회를 지원합니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정부 기관과 당국들과,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비영리 직업훈련기관과 민간부문 고용주들의 자원과 계획 및 관점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및 현재까지 발표된 수상자 목록은 

workforcedevelopment.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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