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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총 700만 달러 이상의 전략적 인력 개발국 보조금 2차 라운드 발표  

  

주 전역의 14개 프로젝트, 100개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의를 위한 3,700명 이상의 
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해 630만 달러 이상의 공공/민간 자금 활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략 인력 개발국(New York State Office of 

Strategic Workforce Development)이 인력 개발 자본 및 성과 보조금 프로그램의 2차 

라운드를 통해 주 전역의 14개 프로젝트에 7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첨단 제조, 재생 에너지 및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 교육 

제공자와 100개 이상의 고용주 파트너 간의 협력을 통해 3,700명 이상의 근로자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무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뉴욕 주민이 현재 

고용주들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받아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는 뉴욕 

주민들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인력 개발국은 뉴욕 비즈니스의 요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의 인력에서 번창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오랜 장벽을 제거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리소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작년 말 발표된 전략적 인력 개발국의 1차 라운드 수상식을 통해 600만 달러 이상을 

수여했으며 공공/민간 자금으로 400만 달러 이상을 활용하고 100개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 거의 3,000명의 연수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14개 프로젝트에 수여된 보조금은 고용주 중심의 고숙련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의 참여 장벽을 줄이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모범 

사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3,5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Capital Grant Program)은 인력 훈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본 수요를 

지원하여 이들의 제안을 개선 또는 확대합니다.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성과 지급 

보조금 프로그램은 두 개로 구성됩니다. 제공자가 커리큘럼 개발 및 랩어라운드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여 수요가 많은 기술과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 

증명을 갖춘 뉴욕 시민을 준비하도록 돕는 유연한 운영 보조금(Flexible Operating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first-ever-round-office-strategic-workforce-development-grant-award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d124076f684b64b64708db1b5331c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381636273194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2BvlVGHCa2iNMcwMThkxnGUY1tAp6NGhUuckfITGVac%3D&reserved=0


Grants) 및 역량 구축상(Capacity-Building Award), 입증된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데이터 및 메트릭 기반 접근 방식으로 졸업생을 좋은 직업에 적극적으로 

배치합니다. 인력 교육 서비스 제공자는 성취 기반 상을 사용하여 높은 배치율과 

효과적인 랩어라운드 서비스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적 인력 개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뉴욕주 인력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에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수요 기술과 거래에 중점을 둠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에 필요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 라운드 수상자:  

  

성과급(Pay for Performance, P4P) 운영 보조금 수상자: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 모호크 밸리 - 976,000달러: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의 Fast Track 교육 프로그램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들이 

1년 미만의 훈련 후에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교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절박한 고용주 요구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필수적인 중간 

기술 경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력 개발 모델을 구축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MVCC는 

메카트로닉스, 용접, CNC, 목공 및 석조 분야의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인력 

개발 파트너는 연수생을 모집하고 취업 알선 노력을 지원합니다.  

  

Rochester Works - 핑거 레이크스 - 862,000달러: 교육 파트너인 YAMTEP와의 

협력을 통해 Rochester Works의 ROC SEEDS 청소년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참가자를 

첨단 제조 산업의 초급 및 중급 고용 기회에 연결하는 사전 고용 교육 및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장벽에 맞서기 위해 소프트 스킬 

개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실무 경험과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arkson University - 노스 컨트리 - 729,000달러: Clarkson University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통한 산업 발전(Advancing Industry) 프로그램은 고급 제조, 청정 기술 및 

건설 과정을 포함하도록 대학의 기존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즉시 고용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커리큘럼 설계를 지원하고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졸업생을 

인터뷰하기 위해 노력한 업계 파트너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교육 센터(Social Enterprise and Training Center) - 수도권 지역 - 

485,200달러: 사회적 기업 및 교육 센터(Social Enterprise and Training Center, SEAT) 

Build Up Young Filmmakers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젊은이들이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영화 



제작 허브를 성장시키고 다양 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EAT는 참가자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랩 어라운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업계 파트너는 

커리큘럼 설계 지원, 인턴십 또는 워크샵 제공, 프로그램 졸업생 인터뷰에 

전념했습니다.  

  

SUNY Oswego - 센트럴 뉴욕 - 340,963달러: SUNY Oswego의 강사 부트 

캠프(Instructor Bootcamp)는 Syracuse Build 및 TradesFuture와 같은 다른 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강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웨스턴 뉴욕 지역의 산업, 인력 

개발 및 교육 파트너 간의 공동 노력이 될 것입니다. 강사 부트 캠프는 이 지역의 제조 

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약 120명의 신규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학, 교육 기술 및 포괄적인 학습 공간 조성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United Way of Long Island -롱아일랜드 - 249,000달러: United Way of Long 

Island's Power Up Wind, Solar & Renewables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젊은이들이 재생 

에너지, 청정 기술, 해상 풍력, 태양열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계 파트너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연수생에게 양도 가능하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고용 기회 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 뉴욕시 - 193,735달러: 

고용 기회 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y, CEO)의 New York City Pathways 

to Apprenticeship 프로그램은 관심있는 정의의 영향을받은 참가자들에게 노동 조합 

견습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취업 준비 기술과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조합 건설 작업의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작업장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유급 전환 취업 기회, 직업 코치 및 직업 개발자가 제공되어 프로그램 

완료 시 정규직 고용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용 기회 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 웨스턴 뉴욕 - 

168,750달러: 고용 기회 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y, CEO)의 Buffalo 

Pathways to Apprenticeship 프로그램은 관심있는 정의의 영향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노동 조합 견습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취업 준비 기술과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조 건설 작업의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작업장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유급 전환 취업 기회, 직업 코치 및 직업 개발자가 제공되어 

프로그램 완료 시 정규직 고용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스 컨트리 상공 회의소(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 - 노스 컨트리 - 

125,000달러: 노스 컨트리 상공 회의소(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의 용접 

교육은 Clinton Community College 및 Lincoln Electric과 협력하여 제공되는 무료 종합 

프로그램으로 숙련 용접공에 대한 지역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생을 위한 50개 이상의 즉각적인 기회가 있는 지역의 

첨단 제조 및 운송 장비 제조업체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SUNY Cobleskill - 모호크 밸리 - 86,400달러: SUNY Cobleskill의 유제품 가공 부트 

캠프(Dairy Processing Bootcamp)는 참가자가 즉각적인 고용을 준비하기 위해 유제품 

업계 파트너가 매우 중요하다고 식별한 주제에 대한 식품 가공 인력 고용 전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 인력 개발 협의회와 난민 센터를 통한 표적 채용은 

소외된 인구가 이 성장하는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P4P 역량 구축 수상자:  

  

Per Scholas - 뉴욕시 - 822,000달러: IT 지원, AWS re/Start,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트캠프 스타일 과정을 포함한 Per Scholas의 수업료 

무료 기술 교육은 미취업/불완전 뉴욕 시민을 위한 경력 기회와 경제적 이동성을 

창출합니다. 교육 및 경력 개발 전략은 졸업생이 기술 동향과 새로운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업계 파트너를 위한 보다 다양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Brooklyn Workforce Innovation - 뉴욕시 - 201,000달러: Brooklyn Workforce 

Innovation의 "Made in NY"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교육 프로그램(Production Assistant 

Training Program)은 전문 기술 및 취업 준비 교육을 제공하고 24시간 배치 핫라인을 

통해 업계로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실업자 및 불완전 고용 뉴욕 시민을 영화 및 

TV 제작 경력에 연결합니다. 채용 프로그램 졸업생과 함께 업계 파트너는 교육을 

알리고 제공하며 참가자에게 실무 경험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enterState CEO - 센트럴 뉴욕 - 128,000달러: CenterState CEO의 Syracuse Surge 

프로그램은 첨단 제조, 전기 기계 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초급 경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다양한 경제 

성장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장은 지역 "하이테크" 클러스터를 위한 더 

강력하고 다양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졸업생들에게 성장의 여지가 있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고용을 위한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본 보조금 수상자:  

  

Questar III BOCES - 수도권 지역 - 1,645,985달러: Questar III BOCES는 오래된 

시설을 새로운 용접 및 금속 제조 프로그램과 기존 중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수요가 많은 무역 프로그램을 수용할 최첨단 교육 센터로 

전환할 것입니다. 업계 이해 관계자는 이러한 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수생에게 인턴십 및 기타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자본 보조금 및 성과 임금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통합 자금 지원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지침 및 마감 기한 등은 ESD 

웹사이트 https://esd.ny.gov/workfor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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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인력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금은 불완전 고용 및 과소 

대표되는 근로자가 훌륭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윈윈이며 뉴욕주의 

인력을 돕고 우리의 강력한 경제를 지원합니다."  

  

John B. King, Jr.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노동부가 이끄는 비즈니스, 교육 및 주 기관은 경력 

도전을 준비하는 뉴욕 주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SUNY는 이 작업에 참여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지역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엄격한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라운드에서 선정된 Clinton Community 

College, SUNY Cobleskill,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SUNY Oswego의 팀을 

축하합니다."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의 경제 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의장으로서 저는 전략적 인력 보조금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되어 기쁩니다. 기회의 범위에는 첨단 제조, 재생 에너지 및 뉴욕이 

한때 선두 주자였던 건설 무역 분야가 포함되며 이제 이러한 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노련한 근로자를 유지하고 불완전 고용 근로자에게 기술을 

제공하며 청소년에게 첫 근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경제 발전과 인력 개발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늘의 발표는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입지를 다질 것입니다."  

  

Latoya Joyner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브롱크스의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수천 명의 연수생에게 평생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Albert Stirpe Jr.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위원회(Small Business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저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이 절실하다는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력 

개발 자본 및 성과급 보조금의 2차 라운드는 고용 파이프라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유익한 고용을 

확보하고 고용주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윈윈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및 전략적 인력 

개발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 인력에 대한 투자에 박수를 보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office-strategic-workforce-developmen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d124076f684b64b64708db1b5331c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381636273194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LJrXHI7MLD4nghFEBpvCbAxdcswngrS6OjQs%2F32zSQ%3D&reserved=0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뉴욕주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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