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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뉴욕주 고용주를 위한 패스웨이 서약을 

작성하는 제안을 발표  

  

기업들은 더욱 포괄적인 인력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인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  

  

CUOMO 주지사,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계획 수립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블루 리본 뉴욕 재구상 위원회(Reimagine New York 

Commission)는 오늘 2021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뉴욕주 고용주가 더 포괄적인 인력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인력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스웨이 

서약(Pathways Pledge)을 작성하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약은 COVID-19 판데믹 

이후 공평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모집, 투자 및 홍보 정책의 개혁을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주 모두에게 약속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OVID-19는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록적인 수의 뉴욕 주민들이 실업 상태이며,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고용주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용을 

확장하고, 교육 및 재교육에 투자하고, 인력 개발 파트너와 협력하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전역의 고용주들에게 이미 안정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스웨이 서약을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 회사가 서약하여 뉴욕에서 120,0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년에 이러한 서약 이행을 세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약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에서 인력 개발을 발전시키는 과정, 1억 7,500만 달러의 

인력 개발 계획과 최초의 인력 개발 주지사 사무소, 그리고 뉴욕주 공무원 직책의 

대부분이 학위가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여 고용주는 서약 약정 이행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할 것니다:  

  



 

 

• 대학 재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직무에 대한 새로운 기술 교육 지원을 

포함하여 진급 및/또는 임금 인상을 위한 현재 근로자 재교육 또는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  

• 부족한 인력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연수생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예: 보육 및 교통 

보조금)을 위해 노력합니다.  

• 신규 고용에 대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 학위 요건을 적절히 제거하여 기술 

기반 채용 모델을 탐색하는 데 전념합니다.  

• 새로운 잠재 직원을 위한 채용, 인터뷰 및 멘토십 기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또는 늘어난 직원 자원봉사 시간을 제공하여 기존 

비전통적인 인력 개발 파트너와의 관계를 확장합니다. 그리고/또는  

•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 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협동 교육 서비스 이사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및/또는 비전통적 인력 개발 조직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뉴욕주 인력 개발 제공 

업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패스웨이 서약에 참여하는 16명의 창립 고용주는 IBM, Chobani, 콘 에디슨(Con 

Edison), 구글(Google),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마스터카드(Mastercard), 

AIG,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Memorial Sloan Kettering), 몬테피오레(Montefiore), 

글로발파운드리(Globalfoundries), 텍시스템즈(TEKsystems), 로레토(Loretto), 

코그니잔트(Cognizant), 클락슨 대학(Clarkson University), 버클리 대학(Berkeley 

College), 아테네스(Athenex)입니다.  

  

뉴욕의 주요 고용주들의 새로운 약속과 더불어, Cuomo 주지사는 뉴욕 재구상 위원회의 

작업에 영감을 받은 1억 7,500만 달러의 인력 개발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 정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COVID-19 건강 비상사태는 엄청난 수의 뉴욕 주민들을 실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가정이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며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조치들은 직업 경로와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NYS Workforce 장학금 제도를 시행 하여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석하여 보수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 주민들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비대학 

경로를 만들어 뉴욕 중산층 가족들을 위한 무료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합니다.  

•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의 성공을 기반으로, 뉴욕 주민들이 IT, 사이버, 헬스케어와 

같은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추가 고용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SUNY For All 무료 온라인 교육을 확장합니다.  



 

 

• 고용 교육 인센티브 프로그램(Employment Training Incentive Program) 

재교육 세액 공제를 확장하여 뉴욕의 사업체들이 직원과 인턴을 교육하고 직무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세금 인센티브는 COVID-19 판데믹으로 

인해 실직하였거나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을 돕기 위해 교육 및 랩 어라운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또한 젊은 뉴욕 주민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 워킹 그룹(Reimagine New York Commission Working Group) 

공동 위원장이자 전 IBM 위원장 겸 최고경영자인 Ginni Romet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경제 회복 활성화는 판데믹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뉴욕 기업들이 패스웨이 서약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패스웨이 서약은 고용주가 학위뿐만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고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 서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패스웨이 서약을 약속하는 것은 기업이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고, 뉴욕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 워킹 그룹 공동 의장과 전 Infor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찰스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속히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뉴욕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술 산업에서 경력을 

쌓았던 저는 혁신이 어떻게 개인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직업 훈련과 이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주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근로자가 교육을 

받고 직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는 이러한 방법들로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 회원이자 Per Scholas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Plinio Aya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er Scholas는 COVID-19 판데믹 이후 성공적인 경제 회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뉴욕 재구상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며 기쁩니다. 

저희는 우리 노동 인력이 수요가 많은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 업스킬링과 

사전 취업 교육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다양한 인력에 대한 패스웨이 서약의 약속을 

만들고 있는 많은 뉴욕 기업들로부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 회원이며 Chobani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Hamdi Ulukay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웨이 서약의 창립 멤버로서, Chobani는 출신이나 경험에 

상관없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약속들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중요한 임무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달성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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