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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수요형 일자리 분야에 SUNY MICROCREDENTIALS의 확장 발표  

  

SUNY, 수요가 높은 분야의 교육을 통해 기술 향상, 전문적인 발전, 취업 준비를 위한 

4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 또는 대학 수준의 자격증 또는 학위에 대한 학점 제공  

   

Hochul 주지사, 국정 연설의 일환으로 성인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한 SUNY 

이니셔티브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31개 SUNY 캠퍼스에 걸쳐 4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으로 빠르고 유연한 학습 옵션을 확대하여 재학생부터 실무 전문가까지 모두가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 지식 및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대학 학위보다 짧은 기간에 이수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수하는 

데 몇 년이 아니라 한두 학기가 소요되며, 대학 성적 증명서 또는 디지털 배지를 통해 

습득된 기술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립 대학 시스템으로서, 

SUNY는 빠르게 진화하는 미래의 취업 시장을 위해 뉴욕 시민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전문 분야의 

뉴욕 시민들은 기존의 대학 과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은 뉴욕을 고도로 숙련되고 역동적인 인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에게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60개 이상의 연구 분야에 초점을 맞춘 SUNY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은 의료, 

비즈니스, 교육, 청정 에너지, IT, 형사 사법 및 첨단 제조를 포함한 수요가 많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모든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은 즉시 인력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며, 대부분(64%)은 다른 마이크로 자격 증명, 자격증 또는 초기 학위 또는 고급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공합니다. SUNY 캠퍼스는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사용자 정의하여 기업, P-12 또는 커뮤니티 조직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성인 학습 기회를 선도하고 뉴욕 시민들이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지사의 국정 연설 발표 내용에 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고용 관리자의 74%가 시장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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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겪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48%의 일자리 지원자가 열린 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사 담당자의 74%는 현재 채용 시 지원자는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지사는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교 실습 고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국정 연설에서, 그녀는 미지급 잔액이 있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발급 

유보하는 관행을 종식시키도록 SUNY와 CUNY 리더에게 지시했으며 이는 연설 후 몇 주 

내에 시행되었습니다.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캠퍼스에 재등록하고 

학점을 이전하고 학위를 이수하고 미납된 잔금을 갚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SUNY 임시 총장인 Deborah F. Stan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IT 및 기타 많은 

분야에서 현재 필요한 보다 전문화된 기술을 확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는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SUNY는 학업의 질에 먼저 중점을 두고 성인 

학습자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마이크로 자격 증명 정책을 채택한 미국 

최초의 대학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수진의 전문 지식과 지역사회, 지역 및 주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제 고품질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오늘날의 인력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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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SUNY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 확대는 뉴욕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기업을 위한 숙련된 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Hochul 지사의 다각적인 

접근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뉴욕 경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SUNY 위원회 신탁 관리자인 Robert J. Duff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뉴욕 기업, P-12 학군 및 커뮤니티 파트너의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표준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교육, 기술 향상, 전문성 개발, 초급 학위 또는 고급 학위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Toby Ann Stavisk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시스템은 수년 동안 나노 

기술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의 혁신적인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격차를 해소하면서 모든 학습자에게 신속하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SUNY의 미래 지향적 사고 리더십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교육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학생들과 만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SUNY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통해 성인 



학습자들은 주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력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배우는 동안 함양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의 평생 

학습자를 위해 마이크로 자격 증명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SUNY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기업 협의회(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의 회장 및 

최고경영자인 Heather Briccet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학습 모듈을 인력 

수요에 맞게 채택하는 것은 뉴욕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채울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통해 구직자들은 직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술들은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고용하여 노동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구하는 '시기 적절한 기술'입니다. SUNY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마이크로 자격 증명의 가치를 공유하여 더 많은 고용주들이 이 훌륭한 기술 

기반 교과과정에 대해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UNY의 사용 가능한 마이크로 자격 증명에 대한 향상된 전달, 주정부와 관련된 사업 

또는 전문 분야에서의 격차 식별, 초급에서 고급 고용 및 인증서에서 고급 학위에 이르는 

더 많은 경로 창출 그리고 신청 및 성적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우선순위로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성장 및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목표의 일환으로 SUNY는 앞으로도 채용 및 교육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인 학습자의 장벽을 파악하고 줄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SUNY는 마이크로 자격 증명 개발 분야에서 국가 및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SUNY의 

프로그램은 SUNY 교수진이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가르치고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쟁 국가 환경에서 차별화됩니다. SUNY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국내 및 국제 동향과 전문 표준에 대응하지만 현지, 지역 및 주 

인력 요구 사항에도 부합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제공하고 있는 캠퍼스:  

SUNY Adirondack, University at Albany, Binghamton University, Broome Community 
College, Buffalo State College, University at Buffalo, SUNY Canton, Cayuga Community 
College, SUNY Cobleskill, Columbia-Greene Community College, Corning Community 
College, Dutchess Community College, Empire State College, SUNY Erie, Farmingdale 
State College, Fulton-Montgomery Community College, Genesee Community College, 
SUNY Geneseo,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Jefferson Community College,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Monroe Community College, Niagara County 
Community College, SUNY New Paltz, SUNY Old Westbury, SUNY Optometry, 
Rockland Community College, SUNY Schenectady, Tompkins Cortland Community 

College, SUNY Ulster 및 Upstate Medical University.  

  

뉴욕 주립 대학교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고등 교육 종합 시스템이며, 모든 뉴욕 주민의 95% 

이상이 뉴욕 주립 대학교의 64개 칼리지 및 대학교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에 걸쳐 SUNY는 학술 보건 센터 4곳, 병원 5곳, 의대 4곳, 치의대 2곳, 

로스쿨 한 곳, 뉴욕주 유일의 안과 대학, 미국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Laboratory) 한 곳을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는 약 

13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2021 회계연도에 전체 시스템의 연구 비용이 약 11억 달러였으며, 이는 

학생과 교수진의 상당한 기여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 동문이 있으며 대학 학위를 가진 뉴욕 주민 3명 중 1명은 뉴욕 주립 대학교 

동문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가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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