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P-TECH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P-TECH 4차 우승 파트너십으로 학생들이 준학위를 취득하고 고숙련 일자리 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패스웨이 기술대학 조기 입학 

프로그램(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P-TECH) 파트너십 

경진대회의 4차 우승팀 6개 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상의 영예를 얻은 민관 

교육 파트너십으로 기술, 제조 및 의료 관련 분야의 고숙련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뉴욕주 고등학생의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무료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졸업 후 파트너십 참여 기업이 

채용을 실시할 시 최우선으로 채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선도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전 세계 노동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와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P-TECH 경진대회로 뉴욕주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 및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기회를 위한 차세대 리더를 길러냄으로써 이러한 혁신적 

파트너십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 P-TECH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모든 학생들을 만나보았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스스로의 잠재력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뉴욕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자주 듣는 가장 큰 관심사는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신 P-TECH 

경진대회를 통해 뉴욕주는 고등학생들이 기술 및 제조 분야의 미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뉴욕주 인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업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현명한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P-TECH와 같은 대학 조기 입학 프로그램(Early College High Schools)은 고등학생 

10,000명 이상에게 고등학교 졸업장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의 발표로 뉴욕주는 총 39개의 민간 파트너십 학교를 보유하여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확장된 이니셔티브로 공립학교, 대학, 사업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맺어 교육 시스템을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시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하거나 고등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뉴욕시-IBM 파트너십을 모델로 삼은 이 학교는 모든 지역에 현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훌륭한 인재 공급처가 될 것입니다. 우승한 파트너십은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뉴욕주 전역 주요 산업을 대표합니다. 올해 보조금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한 학교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6개 신규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K-12 파트너  

고등교육 

파트너(Higher Ed 

Partner)  

사업 파트너(Business Partner)  

Capital 

Region  

Watervliet CSD, 

Capital Region 

BOCES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and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Dell, Cisco, GreaneTree 

Technology, MVP Health Care, 

Liniym, and AlbanyCanCode  

Central 

New York  
Syracuse CSD  

Onondaga 

Community College 

and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CenterState Corporation and 

MACNY  

Southern 

Tier  

Trumansburg 

CSD, Tompkins-

Seneca-Tioga 

BOCES  

Tompkins Cortland 

Community College  

C&D Assembly, Inc.; MACOM; 

MPL Inc.; Baum Control 

Systems Inc.; Rheonix; 

Tompkins County Area 

Development; Tompkins County 

Workforce Development Board; 

and Tompkins Chamber of 

Commerce  

Mohawk 

Valley  

Johnstown 

CSD, HFM 

BOCES  

Fulton-Montgomery 

Community College  

Excelerant Ceramics, LLC; CMK 

Marketing; Potratz Advertising; 

Wells Nursing Home, Inc.; 

Palmer Pharmacy; O'Connell 

Electrics; Core BTS; and Cisco 

Systems, Limited  



 

 

Mid-

Hudson 

Valley  

Yonkers CSD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  
St. John's Riverside Hospital  

Western 

New York  

Lackawanna 

CSD, Erie 1 

BOCES  

Erie Community 

College  

Joe Basil Chevrolet; Gabes's 

Collision; Auto Collision & 

Glass; Carubba Collision Corp., 

West Herr Collision; Northtown 

Automotive Companies; Niagara 

Frontier Dealers Assoc.; and 

Town Automotive Group  

 

기술대학 조기 입학 프로그램 뉴욕주 패스웨이(New York State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는 주지사의 2013-2014년도 행정부 

예산의 일환으로서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의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IBM과 파트너십을 맺어 민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하고 각 참여 학교에 도구,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SUNY 명예총장 Kristina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TECH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조기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과 주정부의 교육적, 경제적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SUNY는 주 전역 P-TECH 스폰서십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스폰서십은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STEM 및 기술 

분야 대학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SUNY 칼리지는 뉴욕주 

P-TECH와 파트너십을 맺은 고등 교육 기관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헌으로 뉴욕 경제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뉴욕주 고용주와 사업체가 갓 졸업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를 열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의 Betty A. Rosa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

TECH 프로그램은 뉴욕주 학생들에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며,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TECH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시스템 전반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려는 이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TECH은 수천 명의 뉴욕주 학생들이 고숙련 미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실제 직업 현장에 

노출시켜, 선택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자신감,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게 

합니다.”  

 



 

 

Stanley S. Litow 기업 시민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Corporate Citizenship and 

Corporate Affairs) 명예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TECH는 미국의 기술 위기를 

해결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전 IBM이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하였던 

브루클린의 한 학교에서 시작하여, 미 8개 주와 전 세계 학교 100곳 이상으로 빠르게 

확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와 국가에 파트너십 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는 이러한 혁신이 미국과 전 세계에 확산되어 학교와 직업 

현장을 연결하고 고등학교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P-TECH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 주주지만,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IBM 및 기타 회사의 

고임금 ‘뉴 칼라(new collar)’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더 많은 뉴욕주 학생들에게 이들의 미래와 뉴욕주의 경제적 성공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뉴욕주 비즈니스 협의회(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Inc.) 대표 겸 

CEO인 Heather C. Briccetti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학생과 이미 현지 

도시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P-TECH 파트너십 맺은 주 전역의 400여 개 산업 

파트너에게 있어 놀라운 소식입니다. P-TECH 학교는 설립 이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창출하고, 교육 시스템을 현지 고용주의 요구와 연계하는 데 있어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P-TECH 졸업생은 이러한 연계를 통해 기업이 자주 채용하지 않는 

중간 기술직을 맡는 데 필요한 올바른 기술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주지사님께서 이 

현안을 계속 지원해 주셔서 기쁩니다. P-TECH 프로그램이 계속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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