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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시정보고의 36번째 제안서 발표: 뉴욕주 21세기 인력 육성 및 

기술 경제 진흥 계획 

 

기술 직종 진로, 컴퓨터 과학 교사 전문성 개발 코스, 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 확장 보급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갖춘 신규 조기 대학 입학 고등학교 10곳을 포함하여 K-12 

교육에 7백만 달러 투자 

 

5백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인력 교육 기금(Tech Workforce Training Fund)으로 뉴욕 

주민에게 주 전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1세기 기술직 일자리 교육 제공 

 

주지사, K-12 교육, 대학 커리큘럼, 인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현대화 할 신규 기술 

인력 태스크 포스 팀(Tech Workforce Task Force) 창설 

 

경쟁이 치열한 21세기 경제 시장에서 뉴욕주의 인력 및 비즈니스 융성을 위한 일련의 

투자 중 가장 최근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1세기 경제시장에서 뉴욕의 커뮤니티가 번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인력 투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포괄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안안은 주지사의 2017년 시정연설 아젠다의 일환이며, 모든 뉴욕 

주민이 현재 및 미래의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일련의 투자를 제안하고, 또 뉴욕을 미국 내 

가장 다양하고 견고한 혁신 경제 건설의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기술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자로 21세기에 

걸맞는 우수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기관, 인력 투자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혁신하면 우리의 학생, 근로자 및 기업이 국가의 주요 혁신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지사의 21세기 종합 인력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주민의 21세기 직업 교육을 위한 기술 인력 교육 기금(Tech Workforce 

Training Fund) 창설.  



 뉴욕 기술 인력 개발 태스크 포스 팀(New York Tech Workforce Development 

Task Force) 창설.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조기 대학 입학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 추가 설립.  

 컴퓨터 과학 교사를 특별 전문 코호트(Special Cohort)로 지정하여 NYS 수석 교사 

프로그램(NYS Master Teacher Program)을 확대 실시.  

 재직 인력 교육을 위해 고용주에게 세금 공제 인센티브 제공. 

 

뉴욕주의 성공적인 조기 대학 입학 고등학교 프로그램(Early College High School) 확대 

실시를 위한 530만 달러 지원 

조기 대학 입학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s)는 성취도가 높은 소외계층 

학생에게 실습 교육, 무료 준 학사 학위 및 졸업 시 최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또래 학생들보다 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정부는 컴퓨터 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 기술 분야 교육 및 고용 진로를 포함한 국가 인증 

코스인, 기술 대학 조기 입학 고등학교 프로그램(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program)과 같은 조기 대학 입학 교등학교 프로그램(Early College High School 

Programs)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추가로 53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뉴욕주에 10개의 신규 조기 대학 입학 고등학교(Early College High Schools)가 

설립되어 뉴욕을 P-TECH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신입생 

입학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조기 대학 입학 교등학교 프로그램(Early College High School Programs)은 공립학교 

교육청, 주요 고용주 및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기술, 제조, 보건 및 금융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산업 연계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 무료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졸업과 동시에 최우선 순위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 받습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실패를 겪었거나 계속적인 실패를 겪고 있는 고등학교에 조기 대학 입학 

교등학교 프로그램(Early College High School Programs) 시작 우선권을 주어 실패한 

학교를 개선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NYS 수석 교사 프로그램(NYS Master Teacher Program) 확대 실시를 위한 2백만 달러 

지원 

수석 교사 프로그램(Master Teacher Program)의 성공을 기반으로, 또 기술 분야에 더 

많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주 정부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 특화된 K-12 등급의 교사 

115명으로 구성된 신규 코호트(Cohort) 구성을 위해 2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 실습을 지역의 모든 학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기존 수석 교사들이 신규 

코호트(Cohort)의 멘토가 될 것입니다. 

 

수석 교사는 4년 간의 연수 후 연간 15,000달러의 봉급을 받습니다. 또한 동료 멘토링, 



전문성 신장 활동에 참여하고 지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예비 교사 및 초급 교사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다음 세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선생님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뉴욕주 수석 교사 프로그램(Master Teacher Program)은 주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를 

선발하여 학급 우수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동료 교사 및 예비 교사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Cuomo 주지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 전역의 

10개 지역에서 800명 이상의 수석교사가 선발되었습니다. 

 

K-12 컴퓨터 과학 교육 지원 

컴퓨터 과학은 뉴욕주 및 미국 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21세기 직업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컴퓨터 과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뉴욕주는 반드시 주 전역의 학급에서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하도록 교사들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Cuomo 주지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해 주 

전역의 교사들이 컴퓨터 과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는 

교사에게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뉴욕주 전역의 컴퓨터 과학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커리큘럼을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모든 학생들이 21세기에 걸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5백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인력 교육 기금(Tech Workforce Training Fund) 

주지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뉴욕 주민에게 기술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혁신적 교육 및 훈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5백만 달러 규모의 

뉴욕 기술 인력 교육 기금(New York Tech Workforce Training Fund)을 최초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기술 인력 교육 기금(Tech Workforce Training Fund)은 최대 5백만 달러의 인력 혁신 및 

기회 법안 기금(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funds)을 재량으로 사용하여 

산업 정보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적합한 개인을 뉴욕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한 곳에 연결합니다. 이 교육 기금은 RFP (Request 

for Proposal)프로세스를 통해 교육 제공자에게 전달되며, 업계 리더가 이를 검토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욕 기술 인력 개발 태스크 포스 팀(New York Tech Workforce Development Task 

Force) 

Cuomo 주지사는 뉴욕 K-12, 대학, 인력 및 경제 개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1세기 인력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업계 전문가, 학계 리더 및 주 공무원으로 구성된 

뉴욕 기술 인력 개발 태스크 포스 팀(New York Tech Workforce Development Task 

Force)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기술 인력 개발 태스크 포스 팀(Tech Workforce 

Development Task Force)은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현대화하고 수요가 많은 기술 

직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인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인력 



요구에 대응하는 인력 전략의 토대를 구축할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업계 리더가 인력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현지화 훈련 및 교육 

솔루션을 구축하며, 주 전역의 인력 투자 및 교육적 제휴 노력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직 인력 교육 세금 공제 혜택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력은 21세기 경제를 발전시킬 뉴욕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직원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중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고용주가 뉴욕주의 인력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직원 교육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정비할 

것입니다. 개정 프로그램은 신규 일자리 창출 조건 없이 확장 및 유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직 근로자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직 근로자를 교육시키면 엑셀시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 교육 비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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