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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NWTC)의 첫 번째 졸업생 

배출을 축하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1억 2,700만 달러 

규모의 벨트라인 재개발 지역의 기반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의 운영 첫해, 첫 번째 졸업생 배출을 발표했습니다. 노스랜드의 응용 제조 

훈련 센터(Advanced Manufacturing Training Center)는 교육 파트너인 뉴욕주립대학교 

이리 커뮤니티 칼리지(SUNY Erie Community College)와 알프레드 주립 칼리지(Alfred 

State College)를 통해 핵심 사업인 학점, 인증,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 직업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여 종신 고용이라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오늘의 졸업생들은 응용 제조업에 취업할 준비를 마친 지역 취준생의 숫자와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응용 제조업의 취업 기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화살이 계속 이 방향으로 향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능력을 갖춘 노스랜드(Northland) 졸업생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졸업생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제조업에 대한 헌신에 힘입어 향후 커리어 

개발 및 재무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에 따른 대표적인 인력 개발 프로그램인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노스랜드 애비뉴 683번지에 위치하며, 고용주, 교육 기관, 지역사회,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 주정부, 지방 정부 사이에서 업계를 주도하는 민관 

파트너십입니다. 노스랜드(Northland)는 지역 노동 인력의 기술 격차 극복을 비롯해, 

고임금 응용 제조 및 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웨스턴 뉴욕 주민을 위해 훈련, 

조합, 인턴십, 수습제도, 종신 고용 등 경제 발전 기회 조성에 집중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에서 놀라운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Northland_Aerial-copy-converted.pdf#_blank


 

 

이곳은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자리를 유지하고 젊은이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노스랜드(Northland)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기술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정부 투자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인력 개발 목표에 다가서고, 숙련된 노동자를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며 웨스턴 뉴욕의 경제적 미래를 준비합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2차 교육 이후 과정에 입학하여 졸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주요한 

장애물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로는 교통, 보육, 학습 준비, 

경제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학점 교육과 함께, 졸업 후 성공을 위한 모든 

도구를 갖추고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학생들은 산업 인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응용 제조 및 

에너지 부문의 커리어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파트너인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를 통해 뉴욕 주립 대학교 알프레드 주립 칼리지(SUNY 

Alfred State College, SUNY Alfred), 뉴욕 주립 대학교 이리(SUNY Erie), 뉴욕 인력 훈련 

센터(NWTC)는 핵심 사업으로 학점 및 연계 학위(Associate Degree)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코스워크 입학 전 및 진행 중 학생들은 학생을 지도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커리어 코치 및 배치 전문가를 

배정받습니다. 이 제도는 졸업 후 최대 삼 년, 학생이 상근직으로 취업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훈련법은 인식, 인재 모집, 평가, 커리어 계획, 교육, 훈련, 일자리 배치, 유지 

서비스에 관련된 증거 기반 모범 실무에 학생 적합성, 준비성, 지속성, 배치, 커리어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 지원을 결합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에서 제공하는 코스는 매 학기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하며, 뉴욕 주립 대학교 알프레드(SUNY Alfred)와 뉴욕 주립 대학교 이리(SUNY 

Erie)의 교원이 용접, 전기 건설/유지 보수, 기계 가공, 매카트로닉스(전기, 컨트롤 

엔지니어링, 기계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제조 기술)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향후 태양열 및 기타 청정 유틸리티 기술 프로그래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졸업생의 대부분은 무그(Moog), NFTA, 하맥(Harmac), 

로나미드(Lornamead), 앨라이드 서킷츠(Allied Circuits), 렉셀(Rexel), 락탈리스(Lactalis), 

바이언트(Viant), 에임텍(Ametek), 위트번 일렉트릭(Whittburn Electric), 나이아가라 

트랜스포머 기업(Niagara Transformer Corp.), 버펄로 게임스(Buffalo Games) 등 잘 

알려진 웨스턴 뉴욕의 제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발언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Northland)의 졸업생들은 수요가 높은 기술을 익혔으며, 웨스턴 뉴욕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현재 훌륭한 인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지역 

비즈니스 개발을 견인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성장 및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촉진할 것입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히기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원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졸업생들은 자신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스랜드(Northland)의 첫 번째 졸업생들의 졸업과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 얻은 능력을 이곳 웨스턴 뉴욕에서 펼치기를 바랍니다."  

  

Chris Jacob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하이테크 분야인 

응용 제조 및 에너지 커리어에 첫 발을 내디딘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첫 번째 졸업생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노스랜드(Northland)가 미래의 노동력을 준비한다는 미션을 시작하는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졸업생들이 웨스턴 뉴욕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첫 번째 졸업생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이 어떻게 응용 제조업의 미래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지 

보여줍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웨스턴 뉴욕의 근로자들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근로자들은 이미 다양한 곳에 취업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까지 열심히 노력한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누릴 긍정적인 영향을 보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Byron W.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졸업한 1기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학생들은 더욱 긍정적이고 강하며, 

활기찬 버펄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기술을 활용해 커리어를 쌓으려는 졸업생들께 모든 행운을 빕니다. 여전히 초기 단계인 

노스랜드 코리도 프로젝트(Northland Corridor Project)는 이 마을과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 버펄로 시 전체를 위해 이곳에 와서 응용 제조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미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버펄로를 누구도 뒤처지거나 배제시키지 않는, 모두를 

위한 다채롭고 포괄적인 기회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리 카운티의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리 

카운티의 인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 부문은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1기 졸업과 함께 강력해졌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리(SUNY Erie)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저는 이번 졸업생들이 이제 성공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갖추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을 

지지할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생분들께 축하드리며, 미래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노스랜드 벨트라인(Northland Beltline) 프로젝트의 

기반입니다. 노스랜드 벨트라인 프로젝트는 35 에이커 규모의 브라운필드 재개발 

프로젝트로, 응용 제조, 청정 에너지, 혁신, 인력 훈련에 집중한 도심 비즈니스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유서 깊은 제조 구역 

내의 빈 건물/부동산 다수의 재개발이 포함됩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는 

노스랜드 애비뉴 683 번지에 위치하며, 과거 클리어링 나이아가라 플랜트(Clearing 

Niagara Plant)의 재활용을 통해 조성되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와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버펄로 시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는 버펄로 도심 개발 

공사(Buffalo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버펄로 도심 개발 

공사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를 비롯한 더욱 큰 규모의 노스랜드 

벨트라인(Northland Beltline) 캠퍼스의 기타 부분의 개발업자입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시설은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에서 2,900만 

달러,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에서 1,500만 달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서 120,000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유적지 세액 공제(Historic Tax 

Credits), 브라운필드 세액 공제 

(Brownfield Tax Credits), 신시장 세액 공제(New Market Tax Credits)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및 내셔널 퓨얼(National Fuel) 기금이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청장이자 버펄로 주민인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스랜드 훈련 센터(Northland Training Center) 

1기 졸업생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기술을 익힌 이 졸업생들은 이제 우리 

지역 경제에서 더욱 안정적인 역할을 맡아 더욱 나은 지위를 누리며, 지역의 응용 제조 및 

에너지 부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EWI가 운영하는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현재 기존 

메인 스트리트 부지에서 노스랜드 애비뉴 683 번지의 50,000 평방피트 규모의 공간으로 

이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와 연구소, 사무 공간이 늘어납니다. 2015년에 시작된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웨스턴 뉴욕 및 기타 지역의 

기업과 함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최신 제조 기술을 개발 및 시행합니다. 

노스랜드로의 이전에 따라,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MW)는 직원 수를 늘리고, 

노스랜드에서 같은 지붕에 위치할 제조 기업과의 기존 파트너십을 확장할 것입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Michael Ulbrich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제조업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는 일은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입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1기 졸업생은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한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의 제조 부문을 지탱하며 같은 지붕 하에서 다음 

세대의 프로세스와 기술에 대해 다음 세대의 노동자와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Stephen Tuc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이 년간, 우리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시작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졸업생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앞으로 배출될 많은 졸업생 중 처음이며, 우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기술 장벽을 

해결하고 미래의 인력 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 개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 및 Byron Brown 시장을 비롯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버펄로 도심 개발 공사(Buffalo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경제 개발 

그룹(Economic Development Group Inc.), 우리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우리의 

투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리 커뮤니티 칼리지(SUNY Erie Community College)의 학장인 

Dan Hocoy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와 작년 협력하여 우리 졸업생들이 미래에 가족을 부양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WTC) 직원들은 1기 졸업생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후의 교육을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노스랜드(Northland)와 계속 협력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를 고대합니다."  

  

노스랜드(Northland) 학생인 Vanessa-Marie H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뉴욕 주립 대학교 이리(SUNY 

Erie)에서 졸업한 1기 학생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노스랜드(Northland)는 

저에게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금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인증받은 매카트로닉스 전문가(Mechatronics Technician)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하맥(Harmac)에서 기계 설치 기술자(Mechanical Set up 

Technician)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NFTA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보다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맥 메디컬 프로덕츠(Harmac Medical Products)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국장이자 

노스랜드(Northland) 학생을 고용한 Doug Campb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Vanessa는 

매우 활발하고 의욕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는 노스랜드(Northland)의 훈련으로 필요한 

지식을 얻었고, 이를 활용해 하맥(Harmac)에서 역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과 

수업을 오가며 매우 바쁘게 생활했으나, 좋은 태도를 유지하며 계속 배우고 더 많은 것을 

해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Vanessa가 하맥(Harmac) 그룹에 어울리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노스랜드 인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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