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HVCC)의 새로운 첨단 제조 기술 센터(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 SKILLS, CAMS) 개관 행사 발표  

  

이번 확장으로 칼리지 내 프로그램 역량 두 배로 강화  

  

숙련 노동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인력 개발에의 노력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사진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렌셀러 카운티 트로이에 위치한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의 Gene F. Haas 첨단 제조 기술 센터의 개관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37,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로 칼리지 내 첨단 제조 기술 학위 프로그램의 총 등록생 

수를 288명까지 두 배로 확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도 지역 제조업체의 숙련 노동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숙련 노동자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을 기업에 보여줌으로써 더 강한 뉴욕을 

만드는 것입니다. 허드슨 밸리의 Gene F. Haas 첨단 제조 기술 센터는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뉴욕 주민들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뉴욕주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예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제조업 일자리 교육을 받게끔 하고자 합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의 신규 첨단 제조 기술 센터는 주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미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이루며 확장 및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 투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1,450만 달러를 투자하여 37,000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 

7차 이니셔티브가 진행되는 동안 주도 지역경제개발협의체(Capital 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CREDC)의 권유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HVCC%20CAMS.pdf


 

 

Development, ESD)로부터 29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방 

경제 개발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을 통해 연방 기금 150만 달러를 

할당받았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 센터에서는 Gene Haas 재단(Gene Haas 

Foundation)으로부터의 100만 달러 규모 챌린지 기금을 포함하여, 민간 기업과 

기부자로부터 기증품을 지원받았습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인 Roger Ramsammy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ne F. Haas 첨단 제조 기술 센터의 개관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허드슨 밸리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첨단 제조 기술 센터의 건설로 우리는 지역과 뉴욕주의 제조업계 

숙련직을 위해 두 배나 많은 학생을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커리어 전망을 

강화하면서 제조업계가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협력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러우며,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기금을 투자해주신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정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주도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지도자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첨단 제조 기술 센터에서 인재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숙련 노동자를 키우게 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주도 지역과 뉴욕주 전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격려받게 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주 전역에서 첨단 제조업의 성장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첨단 제조 기술 

센터의 개관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술 격차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조업의 세계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야의 직업은 

뉴욕주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의 인재 

파이프라인 역량 강화는 우리 주에 이로우며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훌륭한 일입니다."  

  

뉴욕주 인력 개발(New York State Director of Workforce Development) 국장인 

Madhuri Kommarred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 센터는 기업이 원하고 

필요한 교육받은 첨단 기술 직원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100% 

취업률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뉴욕주의 숙련 노동자 수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도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공동 의장이자 올버니 대학 총장인 Havidán Rodríguez 

박사와 키뱅크 마켓(KeyBank Market) 회장인 Ruth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첨단 제조 기술 센터는 우리 지역의 경제 개발 노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7차 이니셔티브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선 지정하며 그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주도 지역에서 첨단 제조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의 첨단 제조 기술 학위 프로그램에서는 기계 제작자, 공구 

제작자, 컴퓨터 수치 제어 프로그래머를 교육합니다. 이는 125마일 이내 동종 유일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료생의 100% 취업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학생이 졸업 전에 취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 센터는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직원 고용을 장려하는 원스톱 허브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설에는 교실, 학생 상담 센터, 첨단 제조 연구실 및 

캐드(Computer-Aided Design, CAD)/캠(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M) 

시뮬레이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칼리지와 인력 파트너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의 자산으로 학교의 협력 기업에 학부 사무실 근처에 위치하고 

시연, 교육 활동, 회의,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학부 사무실 근처의 

사무실과 회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더욱 개선된 네트워크와 취업 장려를 

지원할 것입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의 

첨단 제조 학위 프로그램은 여러 지역 기업의 미래 직원을 교육하는 데 결정적이며 

저희는 더 많은 학생이 이 필수적인 커리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에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주도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지원 

덕분에, 첨단 제조 시스템 센터는 주도 지역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저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Gene 

F. Haas 첨단 제조 기술 센터를 공식적으로 개관함에 따라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지역의 유일한 동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허드슨 

밸리 지역에서 첨단 제조 기술 프로그램 등록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과 연방 경제 개발국, 많은 민간 기업과 기부자의 

도움으로 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Phil Ste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메넌드의 시몬스 

전동 공구(Simmons Machine Tool) 및 래섬의 정밀 밸브(Precision Valve)와 같이 다양한 

첨단 제조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훌륭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저희 하원에서는 제조 분야를 관리하고 성장시킬 인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첨단 제조 프로그램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놀라운 성장에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에 축하를 전합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Gene F. Haas 첨단 제조 

기술 센터는 그레이터 주도 지역 유일의 동종 교육 센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첨단 제조 

기술 인력의 부족 및 이 프로그램의 100% 취업률은 미래의 인력에 대한 매우 귀중한 

투자입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새롭게 추가된 이 센터는 미래를 



 

 

위해 숙련된 제조 인력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트로이 시장 Patrick Madd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의 

첨단 제조 기술 센터의 개관은 트로이 시에 있어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주도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지원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첨단 제조업에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숙련 노동자 인재 풀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제조업체가 주도 지역에서 설립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와 첨단 제조 기술 센터의 모든 분과 함께 이 

인력에의 투자를 기념하게 되어 무척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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