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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 뉴욕 CUNY 2020 어워드 제 1회에
회에 5,500만
만 달러를 발표

경쟁 보조금은 경제 발전과 학문적 우수성을 잇는 프로젝트에 수여되며, 6 년간 3,8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업가 정신 및 지역 경제 발전과 학문적 우수성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20개이상의 CUNY 캠퍼스들이 참여한 여덟 개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
5천5백만달러을 제공하며, 뉴욕 CUNY 2020 어워드의 제 1회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CUNY 및
Empire State 개발의 직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프로세스를 활용하며 선정되고, 6 년간 3,800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CUNY 2020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발전과 뉴욕시의 공립 대학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대학은 단지 강의실과 연구 시설이 아닙니다. ; 그들은 지역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수시로
지역 사회에서 최고의 경제적 드라이버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으로 인해, 주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와 주변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면서, CUNY가 수십만의 학생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계속 도움이 될 것이며, 자금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UNY 장관 James B. Milliken 은 “ 우리는 CUNY 2020 뉴욕의 시립 대학에 투자한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를 칭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UNY는 많은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구현해왔으며, 이러한 주요 이니셔티브는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총 5개의
보로에서 우리의 연구 및 리서치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과 뉴욕시민에게 매우 멋진
날입니다.”
뉴욕 CUNY 2020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등 교육의 지식과 혁신을 연결시키고, 주지사는
뉴욕 CUNY 2020을 2013-14 주 예산의 일부인 5,500만달러로 충당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경제
발전과 학문적 우수성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CUNY 시스템 내에서 2년제 및 4년제 대학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는 경제적 영향, 학습 목표 성취도, 혁신성, 협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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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집행 예산에는 뉴욕 SUNY 2020과 뉴욕 CUNY 2020의 또 다른 라운드를 확장하고 개최시킬
1억1천만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성공 및 취업 기회를
향상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고, START-UP NY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민간 제휴를 활용하며,
학생들을 인력집단에 더 잘 연결하는 계획에 주어질 것입니다.
아래의 여덟 프로젝트는 2013-14 시상식의 일환으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Jamaica Bay 의 과학 및 탄성 연구소 ( 770만
만 달러 수여):
수여 Brooklyn College; 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City College; Guttman Community College; Hunter College; Queens College
이 프로젝트는 환경 복원력, 기후 변화, 도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센터
및 해양조사선의 건설을 포함하고, NASA Goddard 연구소와 국립 공원 서비스와 같은 다른 교육
기관과 협력 할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Jamaica Bay에 활성화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접근을
확장하면서 연구 및 건설과 관련된 784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기술,
백만달러 수여 ) : Bronx 커뮤니티 칼리지;
기술 뉴욕시의 지속 가능한 연료 및 제품 개발 ( 9백만달러
Staten Island 대학; City 대학; CUNY 공중 보건 학교
이 프로젝트는 CUNY 유일의 자동차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 기술, 지속 가능한 연료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허브를 만들기 위해 기존 공간을. 고등학교와 대학을 통해 진로경로를 설계하도록
한다면, 전기 자동차의 도입에 관한 재생 연료,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용, 공기 품질 및 트래픽
패턴의 연구가 증가 할 것입니다.
자동차 기술 프로그램은 5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등록을 두 배로 늘리고, 전기 자동차
인프라, 바이오 디젤, 재생 연료 관련 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그들을
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확장은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연간
264개 이상 로컬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6 년간 2,073개 이상 일자리를 생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 데이터 컨소시엄 ( 15만
만 달러를 수여):
수여 Graduate Center; College of Staten Island; CUNY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NYC College of Technology, City College
CUNY 기관의 컨소시엄을 통해, CUNY는 데이터 분석 및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시각화를 위한
역량을 확장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분석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뉴욕시의 성장
기술 혁신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됩니다. 더 나은 이해 및 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졸업생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필요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영향은 154개의 건설관련 일자리 및 임금 1,500만달러 이상의 창출
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미국 전역의 증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업무현장 수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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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에
에 있는 고용에 대한 보건 교육 (220백만
백만 달러를 수여):
수여 Hostos Community College
이 프로젝트는 보건 분야에서 학위 및 비 학위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장비와 자원을
업데이트합니다. 최첨단 장비와 지역 의료 고용주의 특정 요구에 따라 학생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시설을 통해 졸업생들은 뉴욕의 변화하는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 5 년 기간에 500 명의 졸업생이 직접 몇 가지 분야에서 20 %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순위가 높은 인력을 입력합니다.
의료 및 사회 복지 분야는 뉴욕시의 민간 고용에 있어서 가장 큰 두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업데이트된 프로그램과 장비를 통해, Hostos Community College는 뉴욕 거주자를 위한 고용 안정에
대한 접근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Hostos의 경쟁적인 보건 프로그램에 등록을
증가시키고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장비와 교육을 현대화 할 것입니다.
Goldman Sachs 의 10,000 중소기업 교육 센터 (5 백만 달러 수여):
수여 LaGuardia Community College
이 프로젝트는 소수 민족과 -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성장세
지역 기업의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지역 사회 투자 프로그램인 Goldman Sachs 중소기업
교육 센터를 통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2017 년 1,000 개 이상의 기업이 졸업 할 것으로 예상되며, 600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약 70%의 졸업생들이 매출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Goldman
Sachs에서 성장하는 기업 및 프로그램 관리자와 함께 작업하는 인턴십과 협동의 기회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직업 인큐베이터와 혁신 연구소 ( 460만
만 달러를 수여 ): Honors College; Hostos
Community College; Lehman College
이 멀티 캠퍼스의 뉴 미디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21 세기 디지털 콘텐츠를 배우도록 해주며, 5 년
이내에 이 프로그램은 연간 200명의 지원자를 졸업시키고 24개의 신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수자 그룹의 채용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전공, 새로운 honors track과
학생들의 사업 개발을 위한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뉴욕 주에 기반을 둔 29개에 달하는 수십억
달러의 미디어 기업에,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 부문에 활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경제개발 에 대한 발전적 제조(
만달러를 수여 ) :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Queens
제조 150만달러를
College
이 프로젝트는 3-D 프린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발전적 제조 센터에 3-D 인쇄장치가 6개월 이내에
개조 및 설치되도록 하여 발전 시킬 것입니다. 학생들은 Queens College 컴퓨터공학부와 지역
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정교한 프로그램 및 부품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 어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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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인쇄 국내 시장에 상당히 낮은 제조 비용과 회사 이윤을 남기는 기술적 과정입니다. 5 년 동안
수백 명의 졸업생이 이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배출됨에 따라 생산자는 기술자를 필요로 할 것이고,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이 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보건 교육 인력 개발 센터 ( 1000 만 달러 수여 ) :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York College,
Queens College,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CUNY Law
CUNY는 Urban Health Plan Inc와 제휴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외계층을 돕는 Northern Queens
의료 클리닉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CUNY 법대의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며 CUNY
학교의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협정을 제공 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791개의 일자리를 3년에 걸쳐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경제개발위원회의
중점 사안으로서, 그 중 678개의 일자리가 보건 관련 직업에 종사할 학생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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