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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 인력 개발 도전(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 WDC) 수상자 발표

여섯 곳의 지역 비영리 단체는 420만 달러를 받아 첨단 제조, 건강 및 생명 과학, 에너지
분야에서 인력 훈련 지원할 예정
웨스턴 뉴욕의 인력망이 업계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스턴 뉴욕 인력 개발 도전(Western New York
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 첫 회차에서 420만 달러 지원금을 여섯 곳의 지역
비영리 단체에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의 인력망이 첨단 제조,
건망 및 생명 과학, 에너지 같은 부문에서 업계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더 나은 버펄로를 위한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 for Greater
Buffalo)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재단은 주의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 개발은 모든 번영하는 경제에서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은 지역 비영리 기관에 미래 직업을 위한 인력을 훈련시킬 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맞물려서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21세기 경제의
요구를 충족할 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며 동시에 웨스턴 뉴욕 사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에서 성장을 계속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력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려면 뉴욕은 첨단 제조, 의료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 인력을 훈련하는
방식을 이끌어 기술 격차를 줄이고 고용주의 능력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력 개발
도전상(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 Awards)은 웨스턴 뉴욕 전역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자원에
목표를 둘 것입니다.”

1,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웨스턴 뉴욕 전역에서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인구의
인력 훈련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을 촉진하고 그 방법에 투자하도록 설계됩니다. 인력
개발 도전(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은 실력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를 갖췄으며 지원 활동 및 채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된 지역사회 기반
훈련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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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와 인력 훈련가 사이의 협동을
최대화하는 모범사례 모델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이 제공될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나이아가라 카운티 인력을 만들기 위한 번창 전략
기관: 제네시 커뮤니티 칼리지(Genesee Community College)/올리언스-나이아가라 기업
교육 서비스(Orleans-Niagara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ONBOCES)
성인 교육 기회 센터(Adult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AEOC)
인력 개발 도전(WDC)상 금액/총 프로젝트 비용: 1,229,667/5,764,618달러
설명: 올리언스-나이아가라 기업 교육 서비스(ONBOCES)는 2018년 7월, 나이아가라
폴스에 인력 훈련 센터(Workforce Training Center)를 새로 열었으며 2018년 가을에
록포트에 열 예정입니다. 인력 개발 도전(WDC)의 지원금으로 해당 단체는 두 시설에서
기계, 용접, HVAC 훈련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학생은 현장에서 증명서(OSHA, NIMS 등)을 받을 자격을
갖춥니다. 성인 교육 기회 센터(AEOC)와 협력하여 해당 시설에서는 성공 방해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돕는 사례 관리자를 포함하여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훈련, 건물 개선, 인력, 프로그램 보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훈련 받는 사람 수: 연간 75명, 연간 170명으로 늘어날 예정
일자리 알선 예상: 연간 최소 35명
프로젝트 지역: 나이아가라 폴스, 록포트, 나이아가라 카운티
건강 경력 아카데미 및 훈련 센터
기관: 이리 2-셔터쿼-카타라우구스 기업 교육 서비스 교육 재단(Erie 2-ChautauquaCattaraugus BOCES Educational Foundation)
인력 개발 도전(WDC)상 금액/총 프로젝트 비용: 504,877/685,987달러
설명: 해당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고등학생 및 성인에게 간호
조무사(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 개인 관리 보조사(Personal Care Aide), 가정
건강 보조사(Home Health Aide, HHA)의 진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직업들은 모두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시작 단계로 인식됩니다. 간호 조무사(CNA) 및 가정 건강
보조사(HHA) 프로그램은 겹쳐 쌓을 수 있는 기술과 면허 실무 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훈련 프로그램 진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에서 중요한 경력인

정맥 절개 기술자(Phlebotomy Technicians) 및 의료 이중 언어 기술자(Bilingual Medical
Transcriptionists) 훈련 기회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 도움, 보육, 교통, 전문 기술 훈련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알선 예상: 학생의 95% 또는 213명
프로젝트 지역: 셔터쿼 카운티, 프레도니아
제라드 플레이스 인력 개발 센터(Gerard Place Workforce Development Center)
기관: 제라드 플레이스(Gerard Place)
인력 개발 도전(WDC)상 금액/총 프로젝트 비용: 594,819/4,735,681달러
설명: 간호 조무사(Certified Nursing Assistants), 가정 의료 서비스 보조사(Home
Healthcare Aides), 면허 실무 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훈련이 제공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직업 기술을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증명 및 자격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제라드 플레이스 교육 및 커뮤니티 센터(Gerard Place Educational
and Community Center)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도울 사례
도우미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 예상: 연간 250명
프로젝트 지역: 이리 카운티, 버펄로
뉴 호프 혁신 건강 경력 센터(New Hope Innovative Health Career Center)
기관: 하베스트 하우스(Harvest House)
인력 개발 도전(WDC)상 금액/총 프로젝트 비용: 284,970/524,775달러
설명: 해당 프로젝트는 혁신 건강 경력 센터(Innovative Health Career Center)를 설립할
다양한 훈련 주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최신 연구실, 장비,
모의실험 장치, 최신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 실험실 등 기존 시설의 업그레이드도
이에 포함됩니다. 인력 개발 도전(WDC) 지원금으로 하베스트 하우스(Harvest House)는
지원 서비스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으로 학생용 의료 서비스, 교통 바우처,
보육 지원, 경력 코치와 작업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확장된 건강 기술 프로그램
훈련으로 하베스트 하우스(Harvest House)는 임상 인턴십을 통한 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 조무사(Certified Nursing Assistants), 가정 의료 서비스 보조사(Home
Health Aide), 개인 관리 보조사(Personal Care Aide), 면허 실무 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약사 보조원(Pharmacy Technician), 건강 정보 기술자(Health
Information Technician), 정맥 절개 기술자(Phlebotomy)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알선 예상: 연간 288명
프로젝트 지역: 이리 카운티, 버펄로
ATHOS: 지방 혁신 훈련 기회(A Rural Innovative Training Opportunity)
기관: 웨스턴 뉴욕 지방 건강 교육 센터(WNY Rural Area Health Education Center Inc.,
R-AHEC)

인력 개발 도전(WDC)상 금액/총 프로젝트 비용: 388,979/429,616달러
설명: 해당 프로젝트는 ATHOS 훈련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해 지방,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 조정 훈련 프로그램과 지역 의료 서비스
산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방 훈련을 개발하고 온라인 모듈로 확장할 예정이며 산업
파트너의 필요에 따라 직접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은 환자 중심의 치료를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직장 내 전문적 행동을 강화할 기술을 가르치고 의료 서비스 경력을 키우는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자문단, 노동력 투자 위원회,
지역사회 구성원은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를 지원하고 돕는 자원을
식별하도록 도울 것이며 커리큘럼 및 일자리 알선 활동을 감시할 것입니다.
일자리 알선 예상: 연간 학생수의 최소 50%
프로젝트 지역: 다섯 개 카운티 전 지역
PUSH 커뮤니티 에너지 인력 개발 프로젝트(PUSH Community Energy Workforce
Development Project)
기관: People United for Sustainable Housing, Inc. (PUSH 버펄로)
인력 개발 도전(WDC)상 금액/총 프로젝트 비용: 1,200,000/3,046,650달러
설명: 해당 프로젝트는 PUSH의 커뮤니티 고용홀(Community Hiring Hall)의 수용력을
늘려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부문의 인력을 훈련하고 배치하며 지속 가능한 훈련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해당 센터는 PUSH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부문에서 필요한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태양 전지판을 만들
것입니다. 소셜 엔터프라이즈(Social Enterprise)의 새로운 관리자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을 감독할 것입니다. 학생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산업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 예상: 차후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으로 연간 20명
프로젝트 지역: 이리 카운티, 버펄로
2019년에 2회차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리, 나이아가라, 카타라우구스, 셔터쿼,
앨러게니 카운티에서 비영리 기관은 인력 개발용으로 최소 250,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인력 훈련에 관한
혁신 및 결과 중심의 접근 방법을 촉진하고 투자함으로써 인력 개발 도전(Workforce
Development Challenge)은 지역의 능력 있는 인력이 수요가 많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와
발맞출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는 수요와 급여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주들이 빠르게 재능 있는 직원들을 식별하고,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요구사항을 조절할 인력망의 기술에

영향을 주는 훈련 프로그램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지역 노동력
시장에 대한 최신 연구는 고용주 설문조사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버펄로 나이아가라의
주요 회사들은 많은 일자리가 비었거나 기술자를 찾기 힘들다고 보여주며 노동력 공급이
산업의 요구사항에 더 잘 맞춰야 함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빈 일자리와 기술 인력난은 전
지역 산업체가 성장할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많은 산업 부문은 지난 5년간
두 자리 수의 일자리 성장을 이뤘으며 앞으로 5년 동안 많은 산업체들이 전 지역에서
연간 수천 개의 일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또한
은퇴율이 높아질 것이며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뉴욕주는 이미 인력 개발 노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력 개발 노력은 제조 부문에서 수요가 큰
인력망을 키우는 데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버펄로 동쪽 노스랜드 통로
노스랜드에 새로 생기는 인력 훈련 센터(Workforce Training Center)에 투자하여 제조 및
에너지 부문에 훈련, 수습기간, 직업 소개 등 경제 진입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인력 개발
도전(WDC)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배운 연구 및 우수 사례를 적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노동력 개발을 활용하고 그에 기반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의 기술을 향상시켜 성장하는 산업 부문의 요구를 충족하고 웨스턴
뉴욕의 다섯 개 카운티 전 지역에서 노동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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