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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HIGH-SKILL직업분야에직업분야에직업분야에직업분야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학생학생학생학생 양성양성양성양성 공공공공공공공공 - 민간민간민간민간 파트너십의파트너십의파트너십의파트너십의 SECON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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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등 교육의 공립학교 지구, 주요 고용주 및 고등기관들이 고도로 

숙련 된 작업에 대한 학생들에게 함께 첨단 기술 일자리를 제공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P-

TECH 모델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의 새로운 회차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 협력을 통해, 해당업계 관련 교과 과정에서 공부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취직할 우선순위를 제공 받습니다.  

 

“뉴욕의 P-TECH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을 

오늘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자신의 진로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성공가도에 올려 놓습니다. 나는 뉴욕이 혁신적인 모델에 대한 민간 부문과 협력에 있어 

국가적 선도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이 파트너십이 주 전역에 걸쳐 학생들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조기 기술 대학 부설 고등학교(P-TECH)프로그램의 NYS 진학의 두 번째 회차는 주 전역에 걸쳐 

지역에서 고도의 경쟁 과정을 통해 최종 파트너십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업계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참여 대학을 통해 소수 집단에 대한 고등 교육에 일종의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연결합니다. 뉴욕시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IBM의 협력 모델로, 그들은 지역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될 강력한 인재 파이프 라인을 제공합니다.  

 

주 교육 위원 John King은 “Cuomo 주지사와 평의원회의 리더쉽 덕분에 P-Tech 엔진은 전 뉴욕 주에 

걸쳐 미래에 전원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청정 기술에서 농업 관련 산업, 그리고 정보 기술에서 

첨단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주 전역의 학생들이 P-12 학군 간의 강력한 협력, 고등 

교육, 비즈니스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다음 단계로의 성공에 대해 준비된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P-Tech를 고등학교 졸업장 및 준 학사 학위와 함께 졸업하면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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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취업 기회가 제공되며 뉴욕 주 경제가 활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UNY 장관 Nancy L. Zimpher는 “SUNY는 오늘날 더 많은 청소년에게 P-TECH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 주 전역에의 교육자 및 고용주뿐만 아니라 Cuomo 지사와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커리어까지, 더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더 잘 교육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국가의 사회와 경제에 차이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전 뉴욕에 걸쳐 P-TECH의 지속적인 확장과 더불어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 할 것이며, 21 세기의 도전을 위해 그들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경쟁적인 고용 시장을 

대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James B, Milliken, 뉴욕의 시립 대학의 총장은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교육 발전의 높은 수준을 

추구하며 커리어에 학생들을 연결하는 학교를 돕기 위해 자금 조달 경쟁의 새로운 회차를 

시작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Heather C. Briccetti, 뉴욕 주 비즈니스위원회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 (CEO)는 “주 전역에 걸쳐 

우리의 회원들은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NYS P-TECH의 공공 - 민간 파트너십 모델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더불어 

고용주에게 고도로 숙련 된 노동력을 보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tanley S. Litow, 시민과 회사의 협업 및 국제 교류 협회 회장, IBM의 부사장은 “우리는 IBM이 

선구자를 도와 P-TECH 교육 모델에 대한 노력을 심화하는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P-TECH의 9-14학년 모델은 모든 뉴욕 주에 걸쳐 학교에서 명확한 커리어 로드를 

생성하여 학생 및 고용주에게 실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YS P-TECH 어워드의 첫 번째 회차에서 자금을 조달 받을 최초 16개의 학교는 주 전역에 6,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9월에 오픈할 것입니다. NYS P-TECH 학교의 두 번째 회차는 2014-15 

제정 된 예산의 일부로서 7 년 동안 계획된 28백만달러의 결과로, 총 4백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0개의 어워드까지 각 지역에서 최소 2개의 P-TECH 학교가 만들어지는 목표를 향해 주 

전역에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서는 2014년 9월 12일까지 이며, 아래 주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www.highered.nysed.gov/k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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