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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욕 주민
3,600명 이상을 교육하기 위해 310만 달러 지원 발표

약 70개의 뉴욕주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노동력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수혜
3,6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위해 수요가 많은 기술 교육 기금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역사적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의 약 70개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총 310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및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를 통한 교부금은 뉴욕 주민 3,644명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주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가르칩니다. 2019년 5월 시행 이후, 1억 7,500만 달러 규모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 주민 8,200명 이상에게 교육을 제공할 기금이
1,200만 달러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오늘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경쟁하며 미래의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수천 명에게 제공합니다.
뉴욕의 노동력은 급변하는 현대 세계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적응해야만 하며,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뉴욕 주민에게 성공에 필요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고용주가 호소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21세기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역사적인 1억 7천 5백만 달러 규모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약 70개 뉴욕주 기업, 비영리 및 지역사회 단체가 선도하는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에 310만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 주민 3,600명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입니다.
조리, 첨단 제조 등,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는 지역
경제의 수요와 기회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 신청을 추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력 개발 지원금을 수령할 8개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지역의 기업 및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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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백스터(Baxter), 푸드링크(Foodlink), 제네시 건설
서비스(Genesee Construction Service), 그레이엄 코퍼레이션(Graham
Corporation), 라이프타임 어시스턴스(Lifetime Assistance), 메리 카리올라 어린이
센터(Mary Cariola Childrens Center), 맥앨핀 산업(McAlpin Industries),
옵티맥스(Optimax), 오르소 임상 진단(Ortho Clinical Diagnostics),
프레스톨라이트(Prestolite), 웨인핑거 레이크스(WayneFinger Lakes)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
서던 티어: 어치브(ACHIEVE), 다이코 전자(DYCO Electronics), 글로벌 클라우드
솔루션(Global Cloud Solutions), 엠피엘 주식회사(MPL Inc.), 레이몬드해들리(Raymond-Hadley), 트리플 시티즈 네트워크 솔루션(Triple Cities Network
Solutions)
주도 지역: 올버니 쇼하리 스키넥터디 사라토가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
센트럴 뉴욕: 에임스 린넨 서비스(Ames Linen Service), 센트럴 뉴욕 학습장애
협회(Learning Disabilities Association of CNY), 마라톤 보트 그룹(Marathon Boat
Group)
미드 허드슨: 캐리비안 푸드 딜라이트(Caribbean Food Delights), 겐팩(Genpak),
록랜드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 숍라이트(ShopRite), 투로 칼리지 및 대학교
시스템(Touro College and University System), 월든 저축 은행(Walden Savings
Bank)
모호크 밸리: 브레톤 산업(Breton Industries)
롱아일랜드: 가브레스키 공항(Gabreski Airport)의 제106 구조 비행단 공군(106th
Rescue Wing Air National Guard), AHRC 서퍽 카운티, 아메리칸
리젠트(American Regent), 롱 아일랜드 가톨릭 보건 서비스(Catholic Health
Services of Long Island), 발달 장애 연구소(Developmental Disabilities Institute),
이스트 엔드 장애 어소시에이트(East End Disabilities Associates), 패밀리
레지던스 앤 에센셜 엔터프라이즈(Family Residences and Essential Enterprises),
인디펜던트 그룹 홈 리빙(Independent Group Home Living), 뉴욕 대학교-윈스롭
병원(NYU-Winthrop Hospital), 노먼 케일 유치원(Norman Keil Nurseries),
사이트엠디(SightMD),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St. Francis Hospital)
웨스턴 뉴욕: 미국 나이아가라 호스피탈리티(American Niagara Hospitality),
오듀본 머시너리 코퍼레이션(Audubon Machinery Corporation), 브루너
인터내셔널(Brunner International), 부시 인더스트리(Bush Industries),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이리 2-셔터쿼-카타라우구스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
인탠덤(Intandem), 나폴레옹 엔지니어링 서비스(Napoleon Engineering Services),
나이아가라 산업 기계(Niagara Industrial Mechanical), 피플 주식회사(People Inc),
프레셔스 플레이트(Precious Plate), 에스지 스페셜 몰드 컴포넌트(SG Special

Mold Components), 서던 티어 엔바이론먼츠 포 리빙(Southern Tier Environments
for Living), 세인트 고뱅(Saint Gobain), 스나이더 코퍼레이션(Snyder
Corporation), 타임 릴리스 사이언스(Time Release Sciences),
타이탄엑스(TitanX), 튤립 리처드슨 제조(Tulip Richardson Manufacturing),
반데마크 케미칼(VanDeMark Chemical), 워싱턴 밀스(Washington Mills)
전문 교육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주 전역의 뉴욕 주립 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의
지원을 받습니다. 브룸, 더치스, 제네시, 제임스타운, 모호크 밸리, 먼로, 나소,
나이아가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서퍽 카운티. 뉴욕주 노동부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는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미드 허드슨, 모호크 밸리 및
웨스턴 뉴욕이 포함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지명자인 Eric J.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창업 및 확장하기 위해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개발 중인 수요가 많은 신흥 분야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성공 공식에
기초하며 오늘날 우리가 미래의 산업을 위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주
전역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뉴욕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사상 최다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 준비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력 개발은 뉴욕 주민들이 신흥 분야에서 숙련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술 변화에 따라 현재 직책에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의 긴밀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과 교육받은 노동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계속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립 대학교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주지사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에서 직업 훈련 및 개별화된 교육의 중심
허브이자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및 조직과의 협력자의 역할을 맡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Cuomo 주지사는 2019년 5월 주 전역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 전역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역의 전략적 시도를 지원하고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풀을
강화하며, 지역 노동 단체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개선하고, 인턴 기회를 확대하며,
성장하는 업계의 장기 수요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금은 경력
단절에 직면한 여성, 청년 및 기타 주민의 경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지역경제개발협의체는 지역의 경제 및 노동력 개발 계획과 잘 맞는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는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300만 달러 이상이 모호크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노스 컨트리의 애그리 마크(Agri-Mark) 및
인터네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브룸의 레이몬드 코퍼레이션(Raymond
Corporation), 코닝의 엘미라 저축 은행(Elmira Savings Bank), 모호크 밸리의 시 앤
에이치 플라스틱스(C & H Plastics)에 지원되어 고성장 산업 인턴십을 대규모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61개의 뉴욕주 기업,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340만 달러의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기금을 수여하여 2,464명의 뉴욕 주민에게
수요가 높은 기술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825명의 뉴욕 주민을
양성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수여하였습니다.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및 현재까지
발표된 수상자 목록은 workforcedevelopment.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소개
뉴욕주 노동부의 사명은 뉴욕의 노동 부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실업 보험을 관리하고, 최저 임금 및 기타 노동법
준수를 보장하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뉴욕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근로자 채용, 노동력 관리, 인턴 프로그램 개발,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 채용을 지원하여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지원합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96개 커리어 센터에서 근무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경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직, 이직, 기존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 추천, 이력서 및
커버 레터 작성 지원, 인터뷰 준비 및 현장 교육 추천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고등 교육 종합 시스템이며, 모든 뉴욕주 주민의
95% 이상이 뉴욕 주립 대학교의 64개 칼리지 및 대학교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 현재,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의 학위 프로그램에 415,5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는 1년간 약 1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2019
회계연도에 전체 시스템의 연구 비용이 17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학생과 교수진의
상당한 기여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 졸업생이 있으며
대학을 나온 뉴욕 주민의 삼분의 일이 뉴욕 주립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가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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