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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 인력 개발 챌린지 2라운드 수상자 발표  

  

네 곳의 지역 비영리 단체는 145만 달러를 받아 농업, 보건 및 생명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인력 훈련을 지원할 예정  

  

Hochul 부지사, 뉴욕주 인력 개발 인식 주간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스턴 뉴욕 인력 개발 챌린지(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 WDC) 2라운드에서 1,454,072달러 지원금을 네 곳의 지역 

비영리 단체에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인력 파이프라인이 

업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의 인력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하고 투자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오늘의 발표를 했으며 또한 뉴욕주의 인력 개발 인식 

주간(Workforce Development Awareness Week)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 주간에 뉴욕주는 비즈니스 및 산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역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며, 지역 인력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고, 주 

및 국가의 인력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인력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오늘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뉴욕이 더욱 튼튼히 

재건하도록 돕습니다. 뉴욕주의 노동력은 급변하는 현대 세계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적응해야만 하며, 노동력 개발 챌린지는 웨스턴 뉴욕 주민에게 성공에 필요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력 개발 챌린지 수상자는 첨단 제조, 건강 및 생명 과학, 관광, 청정 에너지, 농업과 

같은 지역의 목표 산업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인력 개발을 촉진합니다. 또한 2라운드는 

기술 중심의 교육을 포함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Ralph C. Wilson, Jr. 

재단(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이번 라운드에서 

펀드에 15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보조금은 그레이터 버펄로를 위한 지역사회 

재단(Community Foundation for Greater Buffalo)과 뉴욕주의 최고 경제 개발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에 의해 관리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업 훈련은 단순한 캐치프레이즈 

이상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훈련을 의미하며, 그것 없이는 인력이 

정체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향인 버펄로에서 인력 개발 인식 주간을 개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강한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이 직업 훈련과 경력 배치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투자는 더 나은 경제와 모든 뉴욕 주민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1,15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챌린지 프로그램은 웨스턴 뉴욕 전역에서 실업자 및 

자신의 능력에 맞춰 일하지 못하는 인구의 인력 훈련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을 

촉진하고 그 방법에 투자하도록 설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력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를 갖췄으며 지원 활동 및 채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된 지역사회 

기반 훈련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 및 자신의 능력에 맞춰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초급 및 중급 기술 근로자를 위한 경력 사다리 

기회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었으며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목표 분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업체와 인력 훈련가 사이의 협동을 

최대화하는 모범사례 모델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이 제공될 프로젝트:  

  

트로케어 칼리지 공과대학 경력 리부트 프로그램(Trocaire College Technology 

Institute Career Reboot Program)  

단체: 트로케어 칼리지  

인력 개발 챌린지 금액: 674,162달러  

설명: 교부금은 IT 및 사이버 보안 교육의 36주 파일럿, 해당 인증 및 관련 소프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프로젝트 지역: 이리 카운티  

  

뉴 호프 혁신 경력 센터(New Hope Innovative Career Center)  

단체: 하베스트 하우스(Harvest House)  

인력 개발 챌린지 금액: 379,822달러  

설명: 건강 및 생명 과학에 대한 인증 기반의 실습 교육과 소프트 및 생명 기술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  

프로젝트 지역: 이리 카운티  

  

초보 농부 교육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Training Program)  

단체: 나이아가라 카운티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Niagara 

County)  

인력 개발 챌린지 금액 250,088달러  

설명: 교부금은 초보 농부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실업한 

농업 근로자를 돕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실 교육, 

실습 교육 및 랩 어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종자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업계 연결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지역: 나이아가라 폴스 및 록포트, 나이아가라 카운티.  

  



 

 

의료 직업을 위한 고급 교육(Advancement Training for Healthcare Occupations, 

ATHOS): 지방 혁신 훈련 기회(A Rural Innovative Training Opportunity)  

단체: 웨스턴 뉴욕 지방 건강 교육 센터(WNY Rural Area Health Education Center Inc.) 

인력 개발 챌린지 금액: 15만 달러  

설명: 교부금은 커리큘럼의 개발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제공을 구현하며, 지방,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 및 지방 보건의료 산업에서 관리 조정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강의실 경험, 

이러닝(eLearning)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 또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지역: 이리, 나이아가라, 카타라우구스, 셔터쿼 및 앨러게니 카운티.  

  

향후 기금 라운드는 몇 달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투자함으로써, 인력 개발 챌린지는 웨스턴 뉴욕의 인재 풀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및 

변화를 나타내는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고 고임금인 일자리를 충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미 인력 공급과 산업 요구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개발 노력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배운 연구 및 최신 관행을 적용함으로써, 

인력 개발 챌린지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력 개발 노력을 활용 및 이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성장하는 업계 부문의 요구를 충족하고 웨스턴 뉴욕 

전반의 인력 기회를 증가시키며 제공할 것입니다.  

  

인력 개발 인식 주간 및 뉴욕 주민을 위해 기회를 확대하려는 뉴욕주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수요가 높은 고용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역사적인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설립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이 

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주민이 인력의 일부로서 성취를 얻고 무리의 모멘텀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의 더욱 

견고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할 행정 인력 개발국(Executive 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을 설립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뉴욕주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www.esd.ny.gov).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주의 

https://buffalobillion.ny.gov/wny-workforce-development-challenge#_blank
https://workforcedevelopment.ny.gov/#_blank
http://www.esd.ny.gov/#_blank


 

 

상징적인 관광 브랜드인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주요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regionalcouncils.ny.gov/#_blank
http://www.esd.ny.gov/#_blank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d5c5163-c178a702-9d5ea856-0cc47a6d17e0-66f8ef55ff405520&q=1&e=a8b71aeb-debc-4f71-beec-aa41fd1b359b&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B7D1A9D2A10A1DB1852585F1006D771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