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요 성장 산업에서 노동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수습 프로그램(SUNY APPRENTICESHIP PROGRAM) 확장을 위해 300만 달러 지원 

지시  

  

모호크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MVCC)와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 보안, 정보기술, 인공지능 및 기타 우선순위 산업 프로그램  

  

발표는 주지노 R 9 월주지사가 9월 22-29일을 2019 노동력 개발 인식 주간(Workforce 

Development Awareness Week)으로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발표  

  

Kathy Hochul 부지사, 노동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 디렉터가 주 전역에서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워크숍 주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견습 프로그램(Apprenticeship Program)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주지사의 역사적인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에서 첫 번째로 지금된 통합 자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 지원금입니다. 이 기금은 기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를 

포함한모호크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와 연계하여 

인공 지능, 사이버 보안, 정보 기술 및 기타 성장 산업에서 중요한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 기회와 실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학생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뉴욕의 기술 산업에서 성공하고 호황을 누리는 우리 뉴주의 노동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는 노동력 개발 인식 주간(Workforce Development Awareness Week)에 

맞추어 시작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와 Madhuri Kommareddi 노동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 디렉터는 웨스턴 뉴욕, 센트럴 뉴욕, 서던 티어, 노스 

컨트리 및 모호크 밸리 등 장소에서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워크숍을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뉴욕,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orkforce_Development_Awareness_Week2019.pdf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주도 지역, 핑거 레이크스에서 최근 진행된 일련의 행사에 이어 

실시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용 가능한 일자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와 다음 세대에 의해 채워질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노동력 개발을 다시 상상하고 있습니다. 1억 7,500만 달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는 기술 격차를 줄이고 21세기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직업 훈련과 교육을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 

300만 달러 규모의 뉴욕 주립 대학교 견습 프로그램(SUNY Apprenticeship Program)의 

새로운 확장은 학생들에게 현지 고용주와 함께 일자리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성공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고 수많은 뉴욕 주민와 그 가족에게 재정적 안정과 존엄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노동력 개발에 사용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에 대해 

계속 말을 퍼뜨려야만 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는 이미 40개 

이상의 기업과 750명의 개인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견습 프로그램(Apprenticeship 

Program)에 참여하여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대 계획은 학생 및 

기타 개인들을 새로운 산업 분야의 직업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주요 파트너뿐 아니라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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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J.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의 성공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취업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력에 달려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견습 프로그램(SUNY Apprenticeship program)은 숙련되고 교육받은 근로자가 

이러한 일자리를 담당하여오늘날의 경제에서 필수적인 21세기 기술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와 연계하여 

현재의 노동력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지역 노동 단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장 학습 기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여성, 젊은 노동자, 재향 군인 및 장애인을 

포함하여 경력 발전의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원합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통합 기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 과정의 일환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는 현지 

고용주와 함께 맞춤형 노동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스 컨트리, 서던 티어 및 모호크 밸리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지역 기업과 함께 다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됩니다. 

노스 컨트리의 애그리 마크(Agri-Mark) 및 인터네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브룸의 레이몬드 코포레이션(Raymond Corporation), 코닝의 엘미라 저축 은행(Elmira 

Savings Bank), 모호크 밸리의 시 앤 에이치 플라스틱스(C & H Plastics).  

  

오늘 발표된 300만 달러의 지원금은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와 협력하여 2018년에 시작된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견습 

프로그램(Apprenticeship Program)을 확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급 제조 및 보건에 

중점을 두어 시작되었으며, 현지 고용주들이 등록 견습생(Registered Apprentice)에게 

유료 고용, 현장 교육 및 경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0명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했으며 750명 이상의 개인이 견습 및 견습 전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s)과 에듀케이션 파이프라인(Education 

Pipeline)의 Johanna Duncan-Poitier 수석 부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뉴욕의 노동력 개발 노력의 최전선에 서고 있으며 

주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호크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VCC)가 이 견습 프로그램 확대를 조정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주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정부 파트너들과 더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호크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의 Randall 

VanWagoner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습 프로그램은 모호크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가 학술 프로그램과 실무 노동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 대학과 함께 고급 제조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정보 기술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견습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산업별 학습 및 교육에 참여하며 관련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견습생(Registered Apprentice)은 기업 스폰서에 의해 고용되며 뉴욕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획득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주최하는 인더스트리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만나 견습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더 많은 파트너십을 창출했습니다. 고용주 

파트너는 올 시즈닝 인그리디언츠(All Seasonings Ingredients), 비치넛(Beech-Nut), 

크라운 코르크 앤 실(Crown Cork & Seal), 펠드마이어 이큅먼트(Feldmeier Equipment), 

노울즈 퍼시전 디바이시스(Knowles Precision Devices), 퍼시전 툴 앤 



 

 

매뉴팩처링(Precision Tool and Manufacturing), 리브 코퍼 프로덕츠(Revere Copper 

Products) 등 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 고등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교육 

기관은 뉴욕주의 주택, 학교, 기업에서 30마일 이내에 위치한 64곳의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 캠퍼스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현재,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의 학위 

프로그램에 424,0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주립대학교(SUNY)는 2017-18 학년도에 약 1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학생과 교수진은 연구와 

발견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16억 달러 규모의 연구 포트폴리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졸업생이 있으며 대학을 나온 

뉴욕 주민의 삼분의 일이 뉴욕 주립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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