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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1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P-TECH 교부금의교부금의교부금의교부금의 제제제제2회차회차회차회차 수령수령수령수령 기관기관기관기관 발표발표발표발표 

 

10개의개의개의개의 수령수령수령수령 기관들은기관들은기관들은기관들은 3,000명의명의명의명의 학생들이학생들이학생들이학생들이 학위를학위를학위를학위를 취득하고취득하고취득하고취득하고 고기능고기능고기능고기능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준비하도록준비하도록준비하도록준비하도록 도울도울도울도울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파트너십을 통한 제2회차 교부금의 수령 기관 10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신규 공공-민간 교육 

파트너십은 기술, 제조 및 보건 관련 분야의 고기능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제1회차 뉴욕주 

고등학생 약 6,000명에 추가로 3,000명의 학생들을 추가합니다. 학생들은 준학사 학위를 가족의 

부담 없이 무료로 따고 졸업하면 참여 기업 취업을 위한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 학교들이 학생들을 교육, 훈련, 지도하는 방법을 재구상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젊은 뉴요커들 

일부에게 오늘만이 아닌 미래를 위한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P-TECH 프로그램은 우리의 교육 제도를 변혁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전세계 인력의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게 할 중요 기능을 강조하면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P-Tech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속함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교육 제도는 오늘날 인력의 끊임 없이 바뀌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진화하여 우리가 학생들을 내일의 일자리를 위해 더 잘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NYS P-TECH 파트너십은 약 10,000명의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 학위 및 취업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로 뉴욕주는 교육을 지역 경제 발전에 연계하는 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P-TECH 이니셔티브에서 미국을 계속 선도합니다.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뉴욕시의 

IBM 파트너십을 모델로, 학교들은 지역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될 강력한 인재 파이프 라인을 

제공합니다. 

 

주의 P-TECH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는 주지사의 2013-2014 집행 예산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주 

교육부를 통한 추가 자금과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공공-민간 이니셔티브는 IBM과의 제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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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였습니다. IBM은 P-TECH 프로그램 창설을 도왔으며 각 참여 학교에 도구,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리드를 따라 코네티컷주도 IBM과의 제휴로 금년 가을에 P-TECH 스쿨을 열었습니다. 

호주도 최근에 P-TECH를 모범으로 한 학교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선발 파트너십들은 매우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뉴욕주 전역의 선도적 산업을 

대표합니다. 

 

10개의 신규 NYS P-TECH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 중부 지역  

• 제조제조제조제조 – 기업: 뉴욕주 중부 지역 제조업 협회  

o 고등교육 기관: Cayuga 커뮤니티 칼리지  

o K-12: Auburn ECSD 

 

Finger Lakes  

• 첨단제조첨단제조첨단제조첨단제조 – 기업: Finger Lakes Advanced Manufacturers’ Enterprise; Digital Rochester  

o 고등교육 기관: Finger Lakes 커뮤니티 칼리지  

o K-12: Geneva CSD가 주도하는 지역 컨소시움  

 

Hudson Valley  

•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정보정보정보정보 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 전기전기전기전기 기술기술기술기술 – 기업: Verde Electric Corporation 및 Yonkers 상공회의소  

o 고등교육 기관: Westchester 커뮤니티 칼리지  

o K-12: Yonkers CSD 

 

• 전기전기전기전기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기술기술기술기술;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과학과학과학과학 – 기업: Hudson Gas and Electric Corporation  

o 고등교육 기관: Dutchess 커뮤니티 칼리지  

o K-12: Poughkeepsie CSD 

 

Mohawk Valley  

• 품질품질품질품질 보증보증보증보증 – 기업: Mohawk Valley Edge; Mohawk Valley Applied Tech. Corporation; King & 

King Architects  

o 고등교육 기관: Herkimer 커뮤니티 칼리지  

o K-12: Herkimer BOCES가 주도하는 지역 컨소시움, 재정 리드는 Herkimer 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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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반도체반도체반도체 제조제조제조제조 및및및및 금융금융금융금융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관리관리관리관리 – 기업: Mohawk Valley Edge 및 뉴욕주 중부 지역 제조업 

협회.  

o 고등교육 기관: Mohawk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  

o K-12: Oneida-Herkimer-Madison BOCES가 주도하는 지역 컨소시움, 재정 리드는 

Utica CSD 

 

뉴욕시 

• 건설건설건설건설 관리관리관리관리, 토목토목토목토목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 건축건축건축건축 기술기술기술기술 – 기업: 뉴욕시 건축공 고용주 협회  

o 고등교육 기관: CUNY 및 NYC 공과대학(City Tech) 

o K-12: 뉴욕시 교육부 

 

North Country  

• 의료의료의료의료 –St. Lawrence Health System, Claxton-Hepburn Medical Center, Massena Memorial 

Hospital, United Helpers, Kinney Drugs 및 Northern Area Health Education Center.  

o 고등교육 기관: North Country 커뮤니티 칼리지 및 SUNY Canton  

o K-12: St. Lawrence BOCES가 주도하는 지역 컨소시움, 재정 리드는 Norwood-

Norfolk CSD 

 

뉴욕주 서부 지역  

• 건설건설건설건설 기술기술기술기술 – 기업: Compliance Administrative Services of New York, Montante Solar, 

Montante Construction, Construction Exchange of Western NY 및 건설산업교육재단을 통한 

기술, 엔지니어링 및 건축 모니터링  

o 고등교육 기관: Alfred State College 

o K-12: Buffalo시 교육구 

  

• 기계기계기계기계 및및및및 용접용접용접용접 기술기술기술기술 – 기업: Chautauqua 카운티 산업개발국, Southern Tier 제조업 협회 및 

Chautauqua 상공회의소  

o 고등교육 기관: Jamestown 커뮤니티 칼리지 

o K-12: Dunkirk CSD가 주도하는 지역 컨소시움  

 

주 교육부 장관 John B. King,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들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Tisch 총장과 대학이사회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직업 기술 교육(CTE);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예술; 이중 언어 

능력(영어 이외의 언어); 인문학을 포함하여 새로운 여러 엄격한 졸업 경로를 승인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이사회가 P-Tech를 그렇게 지지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내일의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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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리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이 우리의 국제 경쟁국들 중 일부에게 뒤진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우리의 상승 가도를 교육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P-TECH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과 직장에서 뛰어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그들에게 제공할 도전적인 

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IBM의 기업 시민 및 대민업무 담당 부사장 겸 IBM 재단의 총재인 Stanley S. Litow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의 10개 경제개발 지역에서 P-

TECH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뉴욕주는 엄격한 학업이 훌륭한 직업에 직결되게 하는 

최초의 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다음 10년 동안에 창출될 1400만 개의 새로운 ‘중간 기능’ 

일자리로 P-TECH는 학생들에게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명료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주와 

미국의 경제를 바로 전진시킵니다. 다른 주들도 뉴욕주의 리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SUNY 총장 Nancy L. Zimp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TECH는 고등학생들을 학교와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테크 일자리를 위해 경쟁할 때에도 성공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교육기관과 기업 공동체들 사이의 가장 효과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로 

대두하였습니다. P-TECH를 위한 Cuomo 지사의 지원은 뉴욕주 전역에 이 예외적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지역마다의 SUNY 캠퍼스들은 그 지속적 성공에 일조하여 자랑스럽습니다.” 

 

CUNY 총장 James B. Millik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시립대학은 IBM과 CUNY의 Brooklyn 

소재 뉴욕시립공과대학과의 제휴로 개발된 오리지널 P-Tech 프로그램을 모델로 만든 조기 대학 

고교의 확장에 참여해 기쁩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뉴욕주에서 이 혁신적 접근법을 

통한 교육 기회 및 인력 개발에 기여할 기회에 대해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뉴욕주 비즈니스 협의회의 회장 겸 CEO인 Heather C. Bricet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만약 학교들이 졸업생들을 고임금 중간 기능 일자리를 채우도록 더 잘 준비시킬 

혁신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면 뉴욕주의 성장하는 STEM 경제가 질식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비즈니스 협의회가 기술 경로 조기 대학 고교(P-TECH) 모델을 강력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P-TECH 고등학교를 창설하면 이러한 일자리를 채울 수 천 명의 새 졸업생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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