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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140만 달러 규모의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 센터 개관 발표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다운타운 캠퍼스 중심에 위치하여 첨단 제조 및 IT 등 고수요 

직업군에 대응한 기술 훈련 제공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를 보완하는 뉴욕주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 MCC) 

소속 다운타운 캠퍼스(Downtown Campus)에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 센터(Finger 

Lakes Workforce Development Center) 개관을 알리고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1,14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자된 50,000 평방피트 규모의 최신식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 센터는 

첨단 제조, 기술 정보, 숙련 무역, 숙련도가 필요한 교육 및 전문가 서비스 등 일자리 

수요가 높은 부문에서 개인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속성 기술 중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인력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욕 주민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첨단 교육 및 직업 개발 센터는 신속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핑거 레이크스의 뉴욕 주민에게 오늘날의 역동적이며 계속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재건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뉴욕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주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뉴욕주 및 뉴욕 주립 대학(SUNY) 자본 기금 총 1,140만 달러의 투자로 가능해진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Finger Lakes Workforce Development, FWD) 센터는 예산 내에서 

예정에 맞게 완공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니2020(SUNY2020) 보조금 60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이니셔티브(Finger Lakes Forward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로부터 54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321 State Street에 위치한 

MCC 다운타운 캠퍼스 6층에 위치한 새로운 시설은 향후 3년간 약 2,500명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설은 다수의 대학과 민간 단체가 협력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로 숙련 기술 

전문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습니다. FWD 센터는 핑거 레이크스 

커뮤니티 칼리지(Finger Lakes Community College), 제네시 커뮤니티 칼리지(Genesee 

Community College),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 MCC),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로체스터 기술 

연구소(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로체스터 시, 협력 교육 서비스 

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 로체스터 시 

교육구(Rochester City School District), 로체스터 기술 제조 연합(Rochester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Association), 그레이터 로체스터 공사(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로체스터웍스!(RochesterWorks!),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먼로 카운티 등과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무 기반 교육 기회와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합니다.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재능 있는 인재들이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MCC의 새로운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 센터는 기업이 숙련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기업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 개발에 

대한Hochul 주지사의 끈질긴 노력이 주 전역에서 뉴욕 주민을 위한 기회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 센터의 일부는 이곳에서 시행될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인턴들이 참여해 건설되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은 등록 

어프렌티스십(Registered Apprenticeship) 참여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Deborah F. Stanley SUNY 임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는 현재의 인력 수요 

뿐 아니라,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 교육 센터는 제조, 

컴퓨터 공학, 전문 서비스 등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이 

잠재력을 발휘해 이직을 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Hochul 주지사는 주 경제 성장과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한 수단인 고등 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Stanley 임시 총장은 또한 FWD 센터 스타트업 운영 및 장비가 랄프 C. 윌슨 주니어 

재단(The Ralph C. Wilson, Jr. Foundation)으로부터 320만 달러를 지원받았음을 

밝혔습니다.  

  

FWD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특정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공간 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WD 센터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자동화, 로봇, 메카트로닉스, 정보 기술 등 4차 산업(Industry 4.0) 관련 



 

 

기술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차적으로 숙련된 무역 훈련 및 청소년 어프렌티스십 관련 

교육에 집중합니다. 교육 강화를 위해 조기 칼리지 모델은 고등학생들에게 첨단 스마트 

기술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및 기타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며, 올해 말 발표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FWD-

Center.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오늘의 발표는 효과적인 훈련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주정부 기관 전반에서 실시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폭넓은 노력과 궤를 함께 합니다. 최근 그는 오늘 뉴욕주 전략 

인력 개발 사무소(New York State Office of Strategic Workforce Development)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오늘날의 고용주들의 요구 사항과 우선 순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합하도록 주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과 관행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올해 초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새 사무소을 처음 

제안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승인된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무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내에 설립되었으며,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 자금에 대한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주정부 기관 및 당국에 걸친 인력 

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역사적이며 조정된 투자를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주로 

고용주가 주도하고 숙련도가 높은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다년간 1억 5,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Samra Brouk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 노동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FWD 센터는 우리 지역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미래 성공의 약속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근로자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및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로체스터를 위해 FWD 센터가 성과를 

거두기를 고대합니다."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산업과 성장 중인 산업,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습니다. FWD 센터는 수 년간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다운타운 캠퍼스 한 

곳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어프렌티스십에 집중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기업들은 새로운 숙련 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Hochul 주지사,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SUNY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투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미래를 마련해줍니다."  

  

Sarah Clar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이 함께 

로체스터 지역 경제와 인력을 위한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MCC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fwd-center.com%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e11bb0790d2489d2fed08da3ccf67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91587398197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vJ6pR7Ouz13G1l9ei8Z4oiHnCuUel7RhNP%2FOd9b7V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fwd-center.com%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e11bb0790d2489d2fed08da3ccf67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91587398197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vJ6pR7Ouz13G1l9ei8Z4oiHnCuUel7RhNP%2FOd9b7V0%3D&reserved=0


 

 

다운타운에 위치한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 센터는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공정하게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파트너십은 

우리 주를 더욱 발전시키며, 이에 따라 FWD 센터가 집중하는 다양한 산업은 물론 능력 

있는 인력을 위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저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투자해주신 

뉴욕주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Hochul 주지사, 

MCC, SUNY를 비롯한 많은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Jennifer Lunsfor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로체스터 MCC 캠퍼스에 

위치한 핑거 레이크스 직업 개발 센터는 현재 경제가 매우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인력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 완공식은 앞으로 수 년, 혹은 수 십년동안 

숙련 기술 일자리 인력을 훈련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역사회, 지역, 공동의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입니다."  

  

Adam Bello 먼로 카운티 행정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및 미래 수요가 높은 

기술에 집중하는 FWD 센터는 먼로 카운티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 거주민의 취업 기회를 

높이며, 기존 기업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주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경제 및 인력 개발은 먼로 카운티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신 Kathy Hochul 주지사,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 뉴욕 주립 대학에 감사드립니다."  

  

Malik D. Evans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교육자를 연결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저는 로체스터의 주민들이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배우 기쁩니다. 

또한 도시가 양질의 인력과 일자리에 대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 공동 위원장 겸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Bob Duffy 및 뉴욕 주립 

대학교 제네소 캠퍼스 학장인 Denise Battl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핑거 레이크스 인력 개발 센터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협력은 고학력이 필요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대학과 핑거호의 고용주 사이의 이와 같은 협력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발전하고 

우리 지역에 남아서 그들 가족의 삶을 위한 경제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스킬 차이를 줄이고 강력한 지역경제를 수립합니다."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인 DeAnna R. Burt-Nanna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WD 센터는 고등학생에서 근로자 부모, 퇴역군인, 무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 모두가 빚을 지지 않고 신속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 

부문에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MCC는 인근 칼리지, 기업, 산업 단체, 

지역사회 지도자, 지방 및 주 정부 등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으며 함꼐 더욱 강력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모든 



 

 

우편번호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C는 우리 

학생, 지역사회, 지역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 경제 개발, 인력 및 경력 기술 교육 

부대표인 Robin Cole J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는 FWD 

센터의 비전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 내에서 

미래의 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 노력을 이번 이니셔티브에 협력한 단체 및 

센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기업은 특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에 더욱 집중하고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21세기형 기술을 

가진 기술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센터와 이곳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지역사회 

전체로 혜택을 확대하여 사람들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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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Y는 학점 및 비학점 

취득 과정과 프로그램, 평생 교육,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 

130만 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2021 회계연도 전체 시스템의 연구 비용은 약 11억 달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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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지역 설계 

계획은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suny.edu%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e11bb0790d2489d2fed08da3ccf67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91587398197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4LkvG1mU6W84tAwOtieJlYrQnPl1VF%2BcZcuHxAz1l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finger-lakes-forward-uri&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e11bb0790d2489d2fed08da3ccf67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91587398197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thQwRnY5gkeEFTwtjiedXku1l4XJa5ft61hocKwckQ%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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