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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900만 달러 지원 

발표  

  

66개의 뉴욕주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노동력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수혜  

  

3,6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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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개 기업,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약 9백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연방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의 경제에 적응하는 3,6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주 전역의 취업 기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구하고 

동료 뉴욕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는 위험에 빠트리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며, 뉴욕의 지속적인 회복을 돕는 모든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헌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수여금은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더 튼튼하게 재건(Build Back 

Better)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 전역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단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지역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며,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직업 훈련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9백만 달러의 기금을 수상한 것은 66개의 기업, 칼리지 및 단체에 3,6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의 교육에 대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직업 훈련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수천 명의 뉴욕 주민에게 더 튼튼하게 재건할 능력을 제공하고 팬데믹 이후의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찾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뉴욕이 재개 과정을 거치면서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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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시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주 전역에 10만 개 이상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개발 보조금은 

http://jobs.ny.gov/


 

 

새롭고 성취적인 직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근로자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는 지역 경제의 수요와 기회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 신청을 

추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력 개발 지원금을 수령할 9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지역의 기업 및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도 지역: 올버니-쇼하리-스키넥터디-사라토가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 올버니캔코드(AlbanyCanCode), 노숙자를 위한 범종교 

파트너십(Interfaith Partnership for the Homeless), 포용과 혁신을 위한 

뉴욕 협회(New York Alliance for Inclusion and Innovation), 웨슬리 

헬스케어 센터(Wesley Health Care Center), 캐피탈 디스트릭트 

YMCA(YMCA of the Capital District)  

• 센트럴 뉴욕: 아나렌 마이크로웨이브(Anaren Microwave), D&W 

디젤(D&W Diesel), K&N 푸드 미국(K&N's Foods USA), 레오나르디 

제조회사(Leonardi Manufacturing Co.), WMT 정밀(WMT Precision)  

•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에어큅(Airquip), 캐넌다이과 드라이빙 

스쿨(Canandaigua Driving School), 메리 카리올라 어린이 센터(Mary 

Cariola Children's Center), 로체스터 시 교육구(Rochester City School 

District) 성인 및 직업교육 서비스국(Office of Adult and Career Education 

Services, OACES), 피닉스 오토메이션(Phenix Automation), 스위트너스 

플러스(Sweeteners Plus), 터너 언더그라운드 인스톨러레이션즈(Turner 

Underground Installations), 유나이티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United 

Memorial Medical Center)  

• 롱아일랜드: 페이리스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취업 기회(Payless 

Enterprises Inc. Access Careers), 올웨이즈 엘리베이터(All-Ways 

Elevator), 케임브리지 기업 연구소(Cambridge Business Institute), 

라이프즈 WORC(Life's WORC), 루텍 수의학 산업(Lutech Veterinary 

Industries), 니콜라스 센터(Nicholas Center),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토파즈 조명 공사(Topaz Lighting Corp.), 헴스테드 타운 

직업 자원부(Town of Hempstead Department of Occupational 

Resources)  

• 미드 허드슨: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s), 

이스칼라(eScholar), 어린이를 위한 라마포(Ramapo for Children), 

스토케이드 웍스(Stockade Works), 아크 미드 허드슨(The Arc Mid-

Hudson), 웨스트체스터 가정간호(Westchester Care at Home), 

웨스트햅(Westhab)  

• 모호크 밸리: 마운틴 밸리 호스피스(Mountain Valley Hospice), 옷세고 

노던 캐츠킬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Otsego Northern Catskills BOCES), 

밸리 헬스 서비스(Valley Health Services)  



 

 

• 뉴욕시: 얼라이언스 컴퓨팅 솔루션(Alliance Computing Solutions), 

얼라이드 비즈니스 솔루션(Allied Business Solutions), 고용 기회 

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엠마 토치(Emma's Torch), 

경력 개발 연구소(Institute for Career Development), 킹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 리먼 칼리지(Lehman College), 

퍼 스칼라스(Per Scholas), 프리미어 서비스 매니지먼트(Premiere 

Services Management), 프로젝트 리뉴얼(Project Renewal), 퀸즈 

커뮤니티 하우스(Queens Community House), 생추어리 포 

패밀리즈(Sanctuary for Families),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협회(The 

Alliance for Positive Change), 더 도어 - 대안 센터(The Door - A Center of 

Alternatives), 트랜스라팅스 네트워크(Translatinx Network), 윌슨 알렌 

헬스 커리어 연구소(Wilson Allen Health Careers Institute)  

• 서던 티어: 알스톰 SA(Alstom SA), 브룸-티오가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Broome-Tioga BOCES), 데이터 바운드 

솔루션(Data Bound Solutions), 레이몬드 해들리 코퍼레이션(Raymond 

Hadley Corporation)  

• 웨스턴 뉴욕: 어셈블리 하우스 150(Assembly House 150), 버펄로 예술 및 

기술 센터(Buffalo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이리 1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Erie 1 BOCES), 머시 플라이트(Mercy Flight), 

노스랜드 노동력 교육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판넨베그(Pfannenberg), 세인트 보나벤처 대학교(St. Bonaventure 

Universit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높은 수요를 가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뉴욕 기업과 그 노동력 모두가 이기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우리 주정부의 가장 큰 자원인 뉴욕 주민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투자이며, 뉴욕이 더 낫게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Roberta Reardon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노동력에 

미치는 전례 없는 영향으로부터 더욱 강해짐에 따라 강력한 파이프라인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과 의미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생성이 현재 뉴욕의 일자리들 

및 뉴욕으로 계속 이주할 일자리들과 뉴욕 주민들을 연결하는 열쇠가 되어  

뉴욕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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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는 4개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습 및 노동력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백만 달러 이상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수여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61곳의 뉴욕주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340만 달러를 수여하여 

2,464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가르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4,469명의 뉴욕 주민을 교육하기 위해 540만 달러가 추가로 수여되었습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및 현재까지 발표된 수상자 목록은 

workforcedevelopment.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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