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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950만 달러 지원 

발표  

  

75개의 기업,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노동력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수혜  

  

약 5,000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수요가 많은 기술 교육 기금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의 75개 기업,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약 950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 ESD)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주 전역의 약 

5,000명의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중요한 직업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여 뉴욕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정부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모든 사람이 배경에 

관계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장기적 목표에 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이곳의 경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주 전역에서 기업이 근로자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하여 뉴욕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전통적 노동력 

시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직업 훈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욕주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우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가 계속해서 

우리 뉴욕주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가운데, 모든 뉴욕 주민들이 팬데믹 이후에 모두를 

포괄하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는 지역 경제의 수요와 기회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 신청을 

추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력 개발 지원금을 수령할 기업 및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도 지역: 뉴욕 주립 대학교 애디론댁(SUNY Adirondack), 시스코 올버니 

유한회사(Sysco Albany LLC), 유스 에프엑스 주식회사(Youth FX Inc.)  

• 센트럴 뉴욕: 애드보케이츠(Advocates), 카톨릭 채리티스 오브 더 로만 

카톨릭 디오세스 오브 시러큐스(Catholic Charities of the Roman Catholic 

Diocese of Syracuse), 디 앤 더블유 디젤 주식회사(D&W Diesel Inc.), 

오스위고 카운티, 리스폰시브 투 아워 커뮤니티(Responsive to Our 

Community), 스페셜라이즈드 디스트리뷰션 솔루션즈(Specialized 

Distribution Solutions)  

•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라이프타임 어시스턴스(Lifetime 

Assistance), 로체스터 공과대학(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로체스터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주식회사(Rochester Rehabilitation Center, 

Inc.), 세네카 카유가 예이트 타운티 챕터 엔와이사르크 주식회사(Seneca 

Cayuga Yates Counties Chapter NYSARC Inc(디엠에이 모자이크(DBA 

Mozaic))), 터너 언더그라운드 인스톨레이션스(Turner Underground 

Installations)  

• 롱아일랜드: 어덜츠 앤 칠드런 위드 러닝 앤 디벨롭먼트 디서빌리티스 

주식회사(Adults and Children with Learning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 에이브이엔에이 글로벌 주식회사(AVNA Global Inc), 

이스트 앤 디서빌리티 어소시에이츠 주식회사(East End Disability 

Associates Inc), 패밀리 레지던스 앤 에셀션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Family Residences and Essential Enterprises Inc, FREE), 

인피니티 드레인(Infinity Drain), 나소 커뮤니티 칼리지(Nassau 

Community College), 니콜라스 센터(Nicholas Center), 

엔와이아이티(NYIT), 스펙트럼 디자인스 파운데이션(Spectrum Designs 

Foundation), 바이어빌리티 주식회사(Viability Inc.)  

• 미드 허드슨: 어빌리티 비욘드 디서빌리티 주식회사(Ability Beyond 

Disability, Inc.), 초이서 필름스 앳 엄브라 스테이지스(Choice Films at 

Umbra Stages), 그레이스톤 재단 주식회사(Greyston Foundation, Inc.), 

웨스트체스터 의료 센터 헬스 네트워크(Westchester Medical Center 

Health Network)  

• 모호크 밸리: 어드밴스드 툴 주식회사(Advanced Tool Inc.), 노스랜드 

텔레폰 시스템즈 리미티드(Northland Telephone Systems Ltd.), 디비에이 

노스랜드 커뮤니케이션스(DBA Northland Communications)  

• 뉴욕시: 바이오버스 주식회사(BioBus, Inc), 브루클린 커뮤니티스 

콜라보레이티브(Brooklyn Communities Collaborative), 빌딩 스킬즈 

뉴욕(Building Skills NY), 뉴욕시 칼리지(City College of New York), 

크레실론 주식회사(Cresilon, Inc.), 큐레트르 주식회사(Cureatr, Inc.), 

이스트 사이드 하우스 주식회사(East Side House, Inc.), 인비사제닉스 

주식회사(Envisagenics, Inc.), 페사리우스 테라퓨틱 주식회사(Fesarius 

Therapeutics, Inc.), 그레이스 인스티튜트 오브 뉴욕(Grace Institute of 

New York),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Henry Street Settlement), 



 

 

키노스(Kinnos), 루서나 주식회사(Lucerna, Inc.), 엔파워 

주식회사(NPower Inc.), 뉴욕시 지역 목수 위원회 인턴 과정 재훈련 교육 

및 산업 기금(New York City District Council of Carpenters, NYCDCC 

Apprenticeship Journeyman Retraining Educational & Industry Fund), 

쿼드러스 메디컬 테크놀로지스(Quadrus Medical Technologies), 리디자인 

사이언스 주식회사(Redesign Science, Inc.), 일 스토리즈 틴 필름메이킹 

주식회사(Reel Stories Teen Filmmaking Inc.), 로커웨이 개빌 및 활성화 

공사(Rockaway Development & Revitalization Corporation), 루틀렛 

인터미디움(Roulette Intermedium), 라운드어바웃 씨어터 컴퍼니 

주식회사(Roundabout Theatre Company, Inc.), 세파딕 비커 

홀림(Sephardic Bikur Holim), 소할렘(SoHarlem), 스티븐 윈터 

어소시에이츠 앤 얼라이드 파트너스 레지덴셜 매니지먼트(Steven Winter 

Associates and Allied Partners Residential Management), 

스트라이브인터네셔널 주식회사(STRIVE International Inc.), 서니사이드 

커뮤니티 서비스(Sunnyside Community Services), 토마스 화이트 주니어 

재단 주식회사(Thomas White Jr Foundation Inc.), 업워들리 

글로벌(Upwardly Global), 반트 에이아이 주식회사(Vant AI, Inc.), 엑스엘 

배터리스(XL Batteries), 유스 액션 유스빌드(Youth Action YouthBuild)  

• 노스 컨트리: 알코아 유에스에이 코포레이션(Alcoa USA Corporation), 

제퍼슨 루이스 협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Jefferson-Lewis BOCES), 노스 

컨트티 상공회의소(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 노스 컨트리 

워크포스 파트너십 주식회사(North Country Workforce Partnership, Inc.), 

레디포리얼 이티에스(Ready4Real ETS)  

• 서던 티어: 브룸 카운티 어반 리그(Broome County Urban League), 브룸 

티오가 워크포스(Broome Tioga Workforce), 버킹엄 매뉴팩처링 컴퍼니 

주식회사(Buckingham Manufacturing Co Inc.), 포티튜드 인더스트리즈 

주식회사(Fortitude Industries Inc.), 오스위고 아팔라친 센트럴 

교육청(Owego Apalachin Central School District)  

• 웨스턴 뉴욕: 카톨릭 채리티스 오브 버펄로 뉴욕(Catholic Charities of 

Buffalo NY), 프레세니우스 카비(Fresenius Kabi), 머시 플라이트(Mercy 

Fl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ESD는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주정부 기관에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주도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 이니셔티브는 뉴욕 주민이 새로운 취업 기회에 대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 및 산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재 파이프라인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지원은 우리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노동 



 

 

시장에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동력 개발은 직업 훈련과 기업 수요 충족을 통해 뉴욕 주민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뉴욕 에너지 연구 개발청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Cuomo 주지사의 대담한 친환경 에너지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력 개발 및 훈련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근로자를 청정 에너지 산업에 유치하는 한편, 

신규 및 기존 청정 에너지 근로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고수익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의 청정 에너지 고용은 전국의 청정 에너지 

고용에 비해 약 세 배의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기존 인력을 강화하면서 미래의 친환경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인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탄소 중립적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뉴욕의 성공을 결정지을 열쇠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Jim Malatras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헀습니다. "SUNY의 

확고한 사명은 계속해서 자원을 발견하고 미래의 인력 및 직업 훈련 요구에 투자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들과 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추가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뉴욕주 에너지 및 연구 

개발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비롯해, 우리 캠퍼스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개발 요구 

사항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명예총장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는 뉴욕주의 자금 지원을 받는 놀라운 기업 및 단체와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뉴욕의 미래 노동력과 코로나 이후 회복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속가능성 및 의료 분야에서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을 훈련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정부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계속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이 재개 과정을 거치면서 뉴욕주 노동부는 뉴욕의 모든 구직자를 올바른 취업 

기회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jobs.ny.gov의 일자리 검색(Jobs Express)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시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주 전역에 

133,000개 이상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개발 보조금은 새롭고 성취적인 직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근로자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arry B.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시장의 엄청난 피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경쟁적인 

일자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성장하는 산업의 장기 일자리 훈련 수요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곧 근로자가 경쟁에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http://www.jobs.ny.gov/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뉴욕주 경제를 재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뉴욕이 

더 강하고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Cuomo 주지사는 2019년 5월 주 전역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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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그 경제적 영향에 비추어, 이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기업,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WDI 지원금이 처음 발표된 이래로, 약 3,200만 달러의 지원금이 278개의 

프로젝트에 수여되었고 그 결과 18,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및 현재까지 발표된 수상자 목록은 

workforcedevelopment.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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