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NWTC)와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5년 동안 1,000만 달러 이상의 파트너십 혜택 제공  

  

파트너십은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에서 모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제품 및 프로그램을 확장  

  

주지사는 웨스턴 뉴욕 인력 개발 챌린지(WNY 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 두 

번째 라운드가 12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에 위치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와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의 Harry Van Arsdale Jr. 노동학부(School of 

Labor)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센터의 성공적인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센터의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과 협업하여 장기적인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는 5년간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에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학업, 학생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인력은 우리가 이 지역에 전략적 

투자를 시행하여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이래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으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일자리에 알맞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와 파트너십을 통해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취약 계층을 훈련시켜 21세기 경제를 지탱하는 일자리에 지역의 노동력을 

공급하여, 웨스턴 뉴욕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최상의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가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에 투자하는지 목격했습니다. 노스랜드(Northland) 



 

 

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덕분에 젊은이들과 경력 근로자들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와 

노스랜드(Northland) 간의 이러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웨스턴 뉴욕 

지역의 직업 훈련,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파트너십은 센터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해 

웨스턴 뉴욕의 인력을 모집, 훈련, 교육, 배치, 연구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을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지역 산업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고 도시의 가장 취약한 지역 주민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의 Harry Van Arsdale Jr. 

노동학부(School of Labor)은 버펄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라는 새로운 지역 

허브를 통해 맨해튼에서 현재의 위상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주 전역의 지부와 

더불어). 계획에 따르면,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경영진, 이사회, 학술 파트너 

및 현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커리큘럼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새로운 업스테이트 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친환경 에너지 인력 교육 

인증서(Green Energy Workforce Training Certificate)의 신설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성장 산업에서 노동 견습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진행하는 200만 달러 규모의 노력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기의 일환으로 

노스랜드(Northland)에 태양 전지 설치, 지역사회 태양열 프로그램 시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추진하여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의 에너지 커리큘럼 및 실험실에 

보탬이 되고 인근 지역에 저비용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노동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가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교육 및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커리큘럼 확장  

•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학업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에 헌신적인 웨스턴 뉴욕 직원과 

교수진을 배치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의 800개 이상의 온라인 강좌와 커리어 커넥터(Career Connector)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센터는 학사 학위를 포함하도록 학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차세대 현지 교사가 새로 입학한 노동 학생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고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에서 유망한 교사를 찾고 



 

 

지방 지역사회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차세대 교사를 양성하며 교육 

지원과 주민 교사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과거 직업 훈련 및 생활 경험에 대한 학점 제공  

• 이 프로그램에서,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대학 학점에 대한 견습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러한 학점을 일반 교육 

학점과 결합하여 학생이 빠르게 견습 프로그램 외에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사전 학습 평가", 즉 인생 경험을 위한 대학 학점 

및 기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스랜드(Northland)의 

인력 훈련 프로그램 및 모든 관련 견습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허, 자원 봉사 활동, 군 복부, 인 

서비스 코스, 개별 독서, 스터디 등은 새로운 인력 파이프라인으로 통하는 

모범적인 관문이 될 것입낟.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헌신  

• 기회 평등 프로그램(Equal Opportunity Program, EOP): 버펄로는 

궁극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의 새로운 

기회 평등 프로그램(EOP) 프로그램의 시행지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전통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뉴욕 주립 대학교 기회 

평등 프로그램(SUNY EOP)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명의 

학생들에게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클러스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워크샵 및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 기본 요구 서비스 코디네이터: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학생과 근로자가 음식, 교통, 주택 및 전반적인 건강 안전에 

대한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적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헌신적인 기본 요구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임명함하여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의 전방위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교육 기회 센터(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EOC): 이를 통해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와 버펄로 대학교 교육 기회 

센터(University at Buffalo EOC)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 또는 기타 

뉴욕주 대학을 통해 경력 및 교육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커리어 커넥터(Empire State Career Connector):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와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 간의 이러한 독특한 파트너십은 

현지 인력 위원회와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에서 파악한 직무 수요에 맞게 교육 및 교육 요구 



 

 

사항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 직원과 함께 일하는 뉴욕주 노동부(NYSDOL) 현장 

직업 카운셀리를 파견하여 학생들과 협력하면서 특정 직업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교육이나 훈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버펄로 노동 정책 연구 확대  

•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와 록펠러 행정 

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간의 공동 파트너십은 미래 

노동 연구 센터(Future of Labor Research Center)를 새롭게 확장하여 

버펄로 및 웨스턴 뉴욕에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적하고 인력 요구를 파악합니다. 이 연구는 격차를 메우기 위한 플렉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재의 동향과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연구 

펠로우(Research Fellow)는 뉴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제 및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 -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해 

버펄로에 특별히 임명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의 Jim 

Malatras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는 직장인 학생들을 위한 유연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의 선두 주자입니다. 직장 

및 생활 경험에 대한 대학 학점 수여뿐만 아니라 Harry Van Arsdale Jr. 노동학부(School 

of Labor)는 노동력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동자의 기술을 발전시켜 온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미래 지향적인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와의 이 흥미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인력 개발 엔젠을 창출해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회장 겸 최고경영자 

Stephen Tuc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에서 실시 

중인 성공적인 모델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와 체결한 새로운 파트너십은 더이상 

즐거울 수 없는 소식입니다. 노스랜드(Northland)는 현재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첨단 제조 및 청정 에너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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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에서 개발한 높은 수요의 기술과 교육은 

웨스턴 뉴욕에서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 파트너십을 통해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지역 전체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버펄로에 있는 동안 Cuomo 주지사는 2019년 12월 16일 웨스턴 뉴욕 인력 개발 

챌린지(Western New York 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 두 번째 라운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의 일환인 1,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이리, 나이아가라, 카타라우구스, 셔터쿼 및 앨러게니 카운티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인력 교육 방식을 홍보하고 투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인력 개발 챌린지(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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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첨단 제조, 건강 및 생명 

과학, 관광업, 에너지, 농업 등 현재 성장하고 있는 부문을 정해 실직하거나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또는 초보 및 중간 기술 수준의 인력을 위한 진로 

단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8년 12월 웨스턴 뉴욕 인력 개발 챌린지(Western New York 

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420만 달러 지원금을 여섯 

곳의 지역 비영리 단체에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농촌 지역 건강 교육 

센터(WNY Rural Area Health Education Center), 하베스트 하우스(Harvest House), 

이리 2-셔터쿼-카타라우구스 종합 교육 서비스 위원회(Erie 2-Chautauqua-Cattaraugus 

BOCES), 제라드 플레이스(Gerard Place), 올리언즈-나이아가라 종합 교육 서비스 

위원회(Orleans-Niagara BOCES)가 함께한 제네시 커뮤니티 칼리지 성인 교육 기회 

센터(Adult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of Genesee Community College), 푸시 

버펄로(PUSH Buffalo).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Northland)는 실무 교육 및 

교육 발전의 허브로서 구직자와 직무 기술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노동자와 웨스턴 뉴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스랜드(Northland)의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강화시킵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설립은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을 위한 기념비적인 투자였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센터는 

미래 세대에 걸쳐 강력하고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학업 준비, 고임금 고용 및 

경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rystal Peoples-Stokes 하원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9월에 문을 연 

이래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웨스턴 뉴욕 

주민들이 미래에 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주지사와 그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에 힘입어,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웨스턴 뉴욕 경제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웨스턴 뉴욕의 근로자들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직원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갖춘 잘 

훈련된 직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창립 이래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합니다."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 개발은 모든 

곳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이리 카운티에서 우리 인력은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와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간의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일자리와 산업이 

모두 변화하는 가운데, 성공을 위해 기술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노스랜드(Northland)의 학생 베이스를 늘려 이 지역에서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리 칼리지(SUNY Erie)의 학생 인구가 늘어나, 

노스랜드(Northland) 수업을 듣는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Byron W.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이스트 사이드가 가진 최고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앞으로 수년간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며, 

주변 지역에서 온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필요한 장기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 버펄로의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Harry Van 

Arsdale 노동학부(School of Labor) 소개  

약 50년전 뉴욕주가 창설하고 초기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칼리지(SUNY 

Empire)가 운영한 Van Arsdale 노동학부(School of Labor)는 미국 전역의 노조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중심의 교양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녁에 편리하게 

대면 수업을 듣거나, 800개 이상의 온라인 수업 중 하나로 편리하게 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56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이비이더블유 로컬 #3(IBEW 



 

 

Local #3), 국제 기술자 및 항공 작업자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AW), 국제 페인터 및 연관 무역 조합(International Union of 

Painters and Allied Trades, IUPAT), 뉴욕시 카펜터 지구 위원회(NYC District Council of 

Carpenters), 배관공 및 하수도업자 연합(United Association of Plumbers and 

Pipefitters), 교사 및 전문 프로그램 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Paraprofessional Program), 아이비이더블유 #1430(IBEW #1430),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NYSUT), 미국 철강 노동자 연합(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 커리어 개발 연구소(Institute for Career Development), 미국 

노동 연합-산업 단체 의회 웨스턴 뉴욕 지역 노동 연합(WNY Area Labor Federation 

AFL-CIO), 국제 경찰 연합(International Union of Police Associations, IUPA), 뉴욕주 

교정청 및 경찰 봉사 연합(New York State Correctional Officers and Police Benevolent 

Association, NYSCOPBA)과 노동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소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버펄로 대학교 지역 

연구소(University at Buffalo Regional Institute, UBRI), 웨스턴 뉴욕 제조 및 에너지 

기업, 지방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개발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1억 

달러 이상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5 에이커 규모의 노스랜드 코리도 

재개발 지역(Northland Corridor Redevelopment Area)(노스랜드(Northland)) 부지로, 

버펄로의 유서 깊은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합니다. 이 건물은 노스랜드 

코리도(Northland Corridor)와 주변 지역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와 버펄로 대학교 지역 연구소(UBRI)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를 위한 고유한 사업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선진 제조 및 에너지 

부문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향후 20년간 웨스턴 뉴욕에 

20,000명의 신규 근로자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히 주로 이스트 사이드에 거주하는 지역 인력 중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할 것입니다. 

실제 교육 과정은 뉴욕 주립 대학교 이리 칼리지(SUNY Erie)와 알프레드 스테이트 

칼리지(Alfred State College)에서 제공되는 가운데,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직원은 기존의 대학 수준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도록 교통, 지도, 약물 남용, 부채 

완화/금융 카운셀링, 보육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학생은 매일의 생활을 도와주고 각종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다양한 소프트 스킬 

훈련을 도와줄 "커리어 코치"를 배정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치 전문가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알맞는 견습생/인턴십을 찾고 졸업생을 현지 기업과 전일제 

직업으로 인도합니다. 커리어 코치들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졸업생과 고용주 간의 

최대 3년간 중요한 후속 조치를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가톨릭 자선 단체(Catholic Charities)의 비영리 컨소시엄인 경제 개발 그룹(Economic 

Development Group, EDG), 버펄로 어반 리그(Buffalo Urban League), 굿윌 



 

 

인더스트리스(Goodwill Industries), 버펄로 나이아가라 제조 연합(Buffalo Niagara 

Manufacturing Alliance)과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에 인력을 공급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기 개장을 위한 직원 충당 및 확장 활동을 위해 초기에 Cuomo 주지사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의 지원을 받은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의 운영 보조금은 

2020년6월 30일까지 완전히 지출할 예정입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가 이 

보조금을 민간 재단 기부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활용했지만, 센터의 "하이 컨트랙트" 

모델은 표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수업료보다 학생 당 연간 서비스에 대해 대략 

10,000-15,000 달러를 추가 지출합니다. 뉴욕주와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센터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는 온라인 

또는 직접 제공되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1971년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SUNY Empire)는 바쁜 

생활 중에서도 개인적 혹은 직업상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공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1,300명 이상의 전담 

멘토,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학위 프로그램, 최첨단 원거리 학습 기술을 갖춘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SUNY Empire)는 30개 이상의 뉴욕주 지역과 7개 해외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온라인 대학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직접 배우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선행 학습 및 생활 경험에 대해 학점을 수여하는 일을 약 50년간 

선도해왔으며 학생들이 학위를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취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sc.edu를 방문하거나 @SUNYEmpire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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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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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protect2.fireeye.com/url?k=485fc4b4-146763d6-485d3d81-000babd9f75c-6f9ddf149ad9d991&q=1&u=http%3A%2F%2Fwww.esc.edu%2F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a2d75710-fef3a171-a2d5ae25-0cc47a6d17e0-0be881bf4e092de3&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8CCF301BFDE70788852584C500742ED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