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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자동차 산업의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창설 발표  

  

엑셀시어 자동차 기술자 태스크포스(Excelsior Automotive Technician Task Force),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한 노동자 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동차 기술자를 양성하고 참가자들이 산업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창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뉴욕시 제이콥 자비츠 센터(Jacob 

Javits Center)에서 열리는 뉴욕 국제 자동차쇼(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 

개막식에서 엑셀시어 자동차 기술자 태스크포스(Excelsior Automotive Technician Task 

Force)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우리가 할 일 중의 하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는 

제조업체들과 함께 전문 훈련을 제공하여, 학교에 가서 닛산 인증 기술자(Nissan-

certified technician)나 혼다 인증 기술자(Honda-certified technician) 또는 BMW 

기술자(BMW technician)가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뉴욕에는 좋은 직업이며 고임금인 

75,000개가 넘는 기술직이 있으며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바로 여기 뉴욕에서 이런 

직업을 위해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는 그런 길을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 전역의 

다양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채우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개인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훈련하고,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엑셀시어 자동차 

기술자 태스크포스(Excelsior Automotive Technician Task Force)는 다양한 사업에서 

인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여, 뉴욕 주민들은 기술 격차를 

줄이고 최고의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많은 직업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기술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훈련은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예비 기술자들에게 그들의 차량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스바루(Subaru), 테슬라(Tesla) 및 



토요타(Toyota)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몇몇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엑셀시어 자동차 

기술자 태스크포스(Excelsior Automotive Technician Task Force)를 조직하는 데 

앞장서도록 지시했고, 차량관리부는 또한 산업 내에서 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MV)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자를 훈련시키는 뉴욕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학생들과 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자동차, 노동, 제조 및 학교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시장의 다음 

분야를 다룰 것입니다.  

•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수준에서 기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현재 

자동차 기술자 커리큘럼을 개선합니다.  

• 현대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훈련 모델과 시설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중개인과 잠재적 기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범 사례 

및 교육 모델을 복제하고 확장합니다.  

• 교사 및 대학 교수들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 새로운 퇴역군인 및 여성을 위한 특정 캠페인을 만들어 노동력의 다양성을 

확장합니다.  

• 신입 및 고령 노동자들이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재교육 

프로그램 및 수습직을 개발하고 투자합니다.  

• 교도소와 함께 옵션을 탐색하여 자동차 기술자 재진입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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