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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서른한 번째 제안 

발표: 시러큐스에 주 최초의 종합 교육 및 인력 훈련 센터 구축 

  

다목적 시설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 지역 고등학교 및 근로자 훈련 및 기술 센터를 수용할 예정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에 중점을 둔 고등학교  

  

새로운 인력 훈련 센터는 민간 부문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직업 

교육 자격증 및 칼리지 학위 제공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를 지원하는 2019년 약속을 지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서른한 번째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시러큐스의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종합 교육 및 인력 훈련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목적 

시설은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가 

운영하는 지역 고등학교와 근로자 훈련 및 견습 프로그램을 갖출 예정이며, 다른 지역 

칼리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의 부흥이 계속됨에 따라, 오늘날 이 

지역에는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기록적인 수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고등학교는 응용 학습 및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일자리를 다룰 수 있는 교육적이고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이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21세기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시러큐스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21세기 산업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주 

최초의 지역 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신기술,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협업에 중점을 둔 엄격한 기술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시러큐스시, 

오논다가-코틀랜드-매디슨 협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Onondaga-Cortland-Madison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지역과 센트럴 뉴욕의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 학년당 250명씩 

총 1,00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르모인 칼리지(Le Moyne College), 오논다가 커뮤니티 칼리지(Onondaga 

Community College) 등 지역 대학에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또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고급 기술 인증 및 칼리지 학위를 제공하는 

최첨단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졸업생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센트럴 뉴욕 전역의 기업과 견습생을 통해 얻은 고급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신흥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학교는 1976년에 마지막으로 학교로 사용되었던 시러큐스 시내에 위치한 

그레이스톤 빌딩(Greystone Building)으로 알려진 역사적인 센트럴 고등학교 

건물(Central High School Building)에 자리하여 학생들에게 최첨단 시설을 제공하고 

새로 사용하기 전에 개조될 것입니다.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 지원 

 

주지사는 2019년 시정 방침(2019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시러큐스시의 포괄적인 

경제적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인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를 처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시러큐스에서 일련의 

기술 관련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투자하기 위해 시 및 카운티 관계자들과 협력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은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의 일부로 Cuomo 주지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러큐스 테크 가든(Syracuse Tech Garden) 확장  

• 2020년에 국립 재향 군인 자원 센터(National Veterans Resource Center) 

개설  

• 시러큐스 스마트 시티(Syracuse Smart Cities)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러큐스에 스마트 가로등(Smart Street Lighting) 설치  

• 르모인 칼리지(Le Moyne College)에서 이리 21 이니셔티브(ERIE 21 

Initiative) 지원  

• 도시에서 JMA 와이어리스(JMA Wireless) 및 뱅커스 헬스케어 그룹 

오퍼레이션스(Bankers Healthcare Group Operations)를 확장하여 

시러큐스에서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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