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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825명의 뉴욕 

주민을 교육하기 위한 230만 달러 기금 발표  

  

9개의 뉴욕시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노동력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수혜  

  

825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수요가 많은 기술 교육 기금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역사적인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9개 뉴욕시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총 230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와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를 통한 교부금은 뉴욕 주민 825명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고용주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가르칩니다. 2019년 5월 시행 이후,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 주민 약 4,6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기금이 900만 달러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기존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노동력은 급변하는 현대 세계 경제에 적응해야 하며,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뉴욕 주민에게 성공에 필요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고용주가 호소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21세기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뉴욕시 기반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9개에 230만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이며, 이 

프로그램은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욕 주민 수백 명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홈 케어, 조리, 해양 공학 등,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와 미래의 뉴욕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욕시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수여 대상 9곳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launches-2D175-2Dmillion-2Dworkforce-2Ddevelopment-2Dinitiative&d=DwMGaQ&c=mRWFL96tuqj9V0Jjj4h40ddo0XsmttALwKjAEOCyUjY&r=dBIqNR-ztNYFnDGOnvUpf6W8yL263gmhBJn0u6X12ck&m=dmvkeAuZ8YSBBWXi8kcAWB2TL8VLdwZH9d22UCBdmIk&s=4oPrpqmvj6biY4Zm1T-SRteEPSs-zEJiRfYZ_RBsyNA&e=


킹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KCC): 미국 최초로 

뉴욕주 노동부가 승인한 해양 공학에 대한 승인 양성 프로그램인 킹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해양 기술 양성 프로그램(Maritime Technology Apprenticeship Program, 

MTAP)은 뉴욕 시립 대학교 양성 프로그램으로부터 857,643달러를 받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오늘 일찍 킹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해양 프로그램 시찰에서 이 상을 

강조했습니다.  

  

브롱크스 커뮤니티 칼리지(Bronx Community College, BCC): 브롱크스 커뮤니티 

칼리지의 IT 작업 준비 및 가속 IT 자격 증명 프로그램(IT Work-Ready and Accelerated 

IT Credentials Programs)에는 20만 달러의 보조금이 수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에서 우선순위 

부문으로 식별된 산업 분야의 IT 일자리를 위해 실업자 및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개인을 

위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고용 기회 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CEO): 고용 기회 센터는 

뉴욕시, 로체스터, 버펄로, 올버니에서 신입 수준의 일자리를 위해 이전에 수감된 개인을 

양성하는 데 20만 달러를 수여합니다. 교육은 건설 및 유지 보수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리프 주식회사(Leap Inc): 리프의 브루클린 노동력 혁신 상업용 운전자 교육(Brooklyn 

Workforce Innovations Commercial Driver Training)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저소득층, 실업자 뉴욕 주민의 고용 장벽을 없애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2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오스본 어소시에이션 주식회사(The Osborne Association, Inc): 20만 달러를 

수여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예전에 수감된 이들에게 조리 교육을 제공하여 급속한 

일자리 성장을 이룩한 업계에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인트 닉스 얼라이언스(St. Nicks Alliance): 노스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집중적인 고용주 중심의 자격 증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인 숙련된 건설(Skilled Build) 이니셔티브에 20만 달러를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 트리스(Two Trees)와 BFC 파트너스(BFC Partners)의 베드포드 유니언 

아머리(Bedford Union Armory)가 개발하는 도미노 슈가 팩토리(Domino Sugar 

Factory)를 포함한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신입급 건설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모리사니아 활성화 코퍼레이션(Morrisania Revitalization Corporation, MRC):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및 성인, 전 수감자는 외래 의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리사이나 활성화 코퍼레이션은 MLK 뉴욕 주립 대학교 자원 획득 센터(ATTAIN 

Resource Center)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199,550달러를 

수여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커뮤니티 기반 

조직은 브루클린 선셋 파크(Sunset Park)의 그린우드 묘지(Greenwood Cemetery)에 

위치한 공예 일자리를 위한 교량(Bridge to Craft Careers) 프로그램을 통해 18세에서 

27세 청소년들을 교육하도록 139,200달러를 받게 됩니다. 3년째인 이 교육은 석조, 복원 

및 석조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욕 방문 간호사 서비스(Visiting Nurse Service of New York): 새로 고용된 

간호사들은 재택 간호의 숙련도를 높이고 가치 기반 치료의 새로운 개념을 향상시켜 

만성 질환과 일시적인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99,9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Félix V. Matos Rodríguez 명예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는 Cuomo 주지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지원에 매우 기쁘며, 이는 

지역사회 대학생들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킹스보로의 

해양 기술 양성 프로그램과 브롱크스 커뮤니티 칼리지의 IT 자격 증명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이 뉴욕 고용주가 요구하는 전문 기술을 갖추도록 맞춤화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도시의 미래와 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력을 준비하는 

청소년부터 능력 이하의 일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에게 중요한 자원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내 민간 부문 일자리가 기록적으로 많기 때문에 증가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할 노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Cuomo 주지사는 2019년 5월 주 전역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 전역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역의 전략적 시도를 지원하고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풀을 

강화하며, 지역 노동 단체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개선하고, 인턴 기회를 확대하며, 

성장하는 업계의 장기 수요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금은 경력 

단절에 직면한 여성, 청년 및 기타 주민의 경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지역경제개발협의체는 지역의 경제 및 노동력 개발 계획과 잘 맞는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는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300만 달러 이상이 모호크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노스 컨트리의 애그리 마크(Agri-Mark) 및 

인터네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브룸의 레이몬드 코퍼레이션(Raymond 

Corporation), 코닝의 엘미라 저축 은행(Elmira Savings Bank), 모호크 밸리의 시 앤 

에이치 플라스틱스(C & H Plastics)에 지원되어 고성장 산업 인턴십을 대규모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에서 61개의 뉴욕주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에 3,400만 달러를 수여하여 2,464명의 뉴욕 

주민을 교육하였습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및 현재까지 발표된 수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forcedevelopment.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소개  

뉴욕 시립 대학교는 미국 최대의 도시 공립 대학으로, 뉴욕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의 혁신적인 동력입니다. 1847년에 미국 최초의 무료 고등교육 기관으로 

설립된 뉴욕 시립 대학교는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걸쳐 커뮤니티 칼리지 

7곳, 시니어 칼리지 11곳과 대학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 7곳이 있으며, 50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매년 55,000개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품질과 경제성이 

결합되어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을 모두 합친 것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산층과 그 이상으로 이끕니다.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뉴욕에 머물며 

도시의 경제, 시민 및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고 모든 부문에서 도시의 인력을 

다양화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졸업생과 교수진은 노벨상 13개와 맥아더 "천재" 

지원금(MacArthur "Genius" Grants) 26회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 있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의 역사적인 사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재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류 공립 교육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노동부 소개  

뉴욕주 노동부의 사명은 뉴욕의 노동 부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실업 보험을 관리하고, 최저 임금 및 기타 노동법 

준수를 보장하며 모든 근로자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뉴욕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근로자 채용, 노동력 관리, 인턴 프로그램 개발,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 채용을 지원하여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지원합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96개 커리어 센터에서 근무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경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직, 이직, 기존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 추천, 이력서 

및 커버 레터 작성 지원, 인터뷰 준비 및 현장 교육 추천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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