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32번째 제안 발표: 

새로운 직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뉴욕의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확대  

  

새로운 작업 센터의 미래(Future of Work Centers)를 만들어 취약 지역 사회에서 배치 

기반 인력 개발 확대  

  

업계 중심의 친환경 채용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녹색 경제에서 떠오르는 수요를 

해결  

  

주 전역에서 견습 프로그램 및 조기 대학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직무 수요를 충족하는 뉴욕의 역사적인 1억 

7,500만 달러의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32번째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인력 교육 센터와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련의 계획을 제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준비시킬 것입니다. 신흥 산업을 대상으로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확장함으로써, 

주정부는 고용주가 뉴욕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함께 뛰어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찾아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 교육에 대한 이러한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근로자가 우리 주 전역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 산업에서 경쟁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뉴욕의 획기적인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입니다. 민간 부문 고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뉴욕은 

지속적으로 인력에 투자하고, 근로자가 급변하는 경제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국가적으로 선도하는 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수요가 많은 기술을 교육하는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견습 프로그램 및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P-Tech/조기 대학 



고등학교(P-Tech/Early College High School)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력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올해만 4억 3,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에서 830만 건으로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뉴욕은 경제가 기록적인 

속도로 변함에 따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데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인력 자동화를 통해 변경될 것으로 추정되는 직무의 수는 2037년까지 480여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경제는 풍력 터빈 기술자와 태양 에너지, 건강 관리, 

사이버 보안 및 첨단 제조 분야의 기술자와 같은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직무를 위해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주지사는 1억 7,500만 달러의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직무 

수요를 충족합니다.  

  

새로운 작업 센터(Future of Work Centers)의 미래를 만들어 취약 지역 사회에서 배치 

기반 인력 개발 확대  

뉴욕의 여러 지역에 걸쳐 실업률이 사상 최저에 달한 상황에서 주 고용주들은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갖춘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버펄로에 있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와 시러큐스에 새로 발표된 인력 훈련 

센터(Workforce Training Center)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가를 선도하는 작업 센터의 

미래(Future of Work Centers) 2곳을 추가적으로 설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 센터의 미래는 민간 부문, 커뮤니티 기반 조직,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시스템과 협력하여 현지 고용주와 산업 협회가 참여하도록 해 

현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또는 새로운 단기, 비학위 자격 증명 및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모두 고용주의 기술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신규 작업 센터의 미래는 2020년 가을까지 선정되고 2021년까지 구축될 

것입니다.  

  

주전역에서견습 확장  

2019년 Cuomo 주지사는 2025년까지 고성장 분야의 견습생과 여성 견습생의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대담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은 지난 

3년간 뉴욕 주립 대학교, 뉴욕 시립 대학교,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를 통해 2,500만 달러를 투자해 견습 및 견습 전 프로그램을 극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바지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견습 세액 공제(Empire 

State Apprenticeship Tax Credit)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년 동안 300개 

이상의 신규 등록 견습 프로그램(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s)이 

생성되었습니다.  



  

견습 기회를 통해 뉴욕 비즈니스와 뉴욕의 취약 지역 사회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뉴욕주는 주 전역에서 견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1,4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인력 개발 사무실(Governor's 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과 

뉴욕주 노동부,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는 프로그램 결정 시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인력 계획을 활용할 것입니다.   

  

조기 대학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확대  

P-Tech 조기 대학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High School 

Diploma)과 전문 분야 준학사 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하거나 학업한 업계에서 취업 시 앞서게 됩니다. 2013년부터 투자한 6,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최대 12개의 추가 P-tech(30% 이상 증가)를 창출할 수 있는 

증가를 제안할 것입니다.  

  

업계 중심의 친환경 채용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녹색 경제에서 떠오르는 수요 충족  

주 전역의 약 160,000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그리고 2016년 이후 8.9%의 청정 일자리 

성장률이 주 평균의 두 배에 달하며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정책은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창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거의 모든 녹색 일자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태양광 분야에서 3위, 에너지 효율 3위, 첨단 운송 9위, 풍력 10위, 

전체 분야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Cuomo 주지사는 주도 지역,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롱아일랜드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조립 및 유지 보수 시설과 

함께 1,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두 개의 해양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또 다른 중요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특히 많은 진입 및 중급 청정에너지 

직업은 다른 부문의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더 많은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32% 와 12%).  

  

에너지 인력의 필요성을 해결하고 주 전역의 뉴욕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은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4,0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총 1억 달러의 투자하여 4만 명의 

청정에너지 근로자를 양성합니다:  

• 뉴욕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주지사의 인력 개발 사무실과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자를 위한 현장 교육을 통해 교육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직무에 투입되어 

인턴십 및 직업 진로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 뉴욕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국은 주 전역의 지역 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이 업계 중심의 교육이 전문가 및 기타 우선순위 단체가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주 전역 자동차 기술 교육 태스크 포스 확장:  

• Cuomo 주지사는 자동차 기술자의 심각한 부족을 해결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양질의 경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높은 자동차 기술자 

태스크 포스(Excelsior Automotive Technician Task Force)를 

구축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는 자동차 딜러, 자동차 기술자 및 주 공립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에 전기 자동차 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 자동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의 13개의 공립 대학은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의 5일 동안 진행되는 

전기 자동차 훈련 더 트레이너 프로그램(Electric Vehicle Train The Trainer 

Program)에 적어도 한 명의 강사를 등록하게 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참가하는 강사는 다양한 차량에 적용되는 EV 운영 및 

수리의 기초에 관해 주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운송 당국의 자동차 

메커니즘 등 자신의 지역의 자동차 기술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시행하면 매년 최대 2,000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학생과 기술자는 매년 현지 시설에서 EV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과 파밍데일의 롱아일랜드에 새로운 해양 풍력 교육 

기관(Offshore Wind Training Institute) 설립:  

•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파밍데일 주립 대학(Farmingdale State 

College)과 스토니브룩 대학(Stony Brook University) 캠퍼스는 2,000만 

달러의 해양 풍력 교육 기관(Offshore Wind Training Institute)을 위한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모집합니다. 이를 통해 2021년에는 2,500명의 뉴욕 

주민 교육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해당 산업은 기술을 갖춘 많은 신규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공원과 뉴욕주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시설에 태양 에너지 배열을 구축하고 태양 에너지 장비를 설치하도록 젊은 뉴욕 

주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태양 에너지 단체(Solar Energy Corps, SEC) 구축:  

•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및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프로그램의 결합된 코스 과정 및 현장 교육은 태양 에너지 단체(SEC) 

참가자들이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일할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업계 

리더들과 협력하여 설계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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