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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제제제3차차차차 P-TECH 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 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 발표발표발표발표 

 

파트너십은파트너십은파트너십은파트너십은 1,500명명명명 학생들이학생들이학생들이학생들이 학위를학위를학위를학위를 따고따고따고따고 고기능고기능고기능고기능 직업을직업을직업을직업을 준비하도록준비하도록준비하도록준비하도록 도울도울도울도울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기술경로 조기 대학 고교 파트너십 상의 제3차 

수상자 7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신규 공공-민간 교육 파트너십은 제1차 및 제2차수 약 

9,000명의 뉴욕주 고등학생에 추가로 1500명의 학생들을 추가합니다. 그들은 기술, 제조 

및 보건 관련 분야의 고기능 직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준학사 학위를 

가족의 부담 없이 무료로 따고 졸업하면 참여 기업 취업을 위한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전지구적 경쟁 인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량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교육 제도를 변혁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P-TECH 보조금은 우리 파트너 기관들이 주 전역의 학생들 삶에 실제적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들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가장 총명한 

젊은 마음들이 장래의 기회에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P-TECH 파트너십은 10,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고교 졸업장, 대학 학위 및 직업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로 뉴욕주는 총 33개의 공공/민간 제휴 학교로 

세계를 계속 리드합니다. 급속하게 팽창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학생들이 실사회에 

들어가거나 고교후 공부를 계속할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대학 및 기업 

파트너와 제휴시킴으로서 교육을 지역 경제 개발에 연계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뉴욕시의 IBM 파트너십을 본떠서 학교들은 모든 지역에 지역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견실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공급할 것입니다. 

선발 파트너십들은 매우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뉴욕주 전역의 선도적 

산업을 대표합니다. 

 

7개 신규 파트너십:  

 

뉴욕주 중부 지역  

1. 보건보건보건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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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SUNY Upstate Medical Center, St. Joseph’s Hospital Health Center, 

Laboratory Alliance of Central NY 

• 고등교육 기관: Onondaga 커뮤니티 칼리지, Broome 커뮤니티 칼리지 

• K-12: Syracuse CSD  

2. 전기공학전기공학전기공학전기공학, 기계기술기계기술기계기술기계기술  

• 기업: Novelis, Huhtamaki, the Fulton Company 

• 고등교육 기관: Onondaga 커뮤니티 칼리지, Broome 커뮤니티 칼리지 

• K-12: Altmar-Parish-Williamstown CSD 
 
Southern Tier  

3. 제조제조제조제조/첨단첨단첨단첨단 제조제조제조제조, 보건보건보건보건, 환경과학환경과학환경과학환경과학, 지속지속지속지속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 기업: Corning Incorporated, Hilliard, Cameron Mfg and Design, Hardinge, 

Vulcraft, Dresser-Rand, Southern Tier Custom Fabricators, Corning Hospital, 

Arnot Health, Chemung 카운티 보건과, Hunt Engineers 

• 고등교육 기관: Corning 커뮤니티 칼리지  

• K-12: Elmira CSD 
 
Mohawk Valley  

4. 농학농학농학농학/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지속지속지속지속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환경과학환경과학환경과학환경과학, 어업어업어업어업 및및및및 야생야생야생야생 기술기술기술기술  

• 기업: Avanti Control Systems; CG Roxane; Empire State Health Solutions; 

Fulton Montgomery Chamber of Commerce; Goderie's Tree Farm; Gray's 
Garden & Greenhouse; Hu-Hill Farm Store; Hulten Speed Sports; Little Falls 
Veterinary Clinic; Randall Implements Co., Inc.; RC Enterprises; Rockview 

Farms; Rogers Family Orchard; Seattle Family Farms; 및 Wemple and Edick's  

• 고등교육 기관: Herkimer 커뮤니티 칼리지, Fulton-Montgomery 커뮤니티 

칼리지, SUNY Cobleskill  

• K-12: Canajoharie CSD, HFM BOCES 
 
Long Island 

5. 정보기술정보기술정보기술정보기술, 전기공학전기공학전기공학전기공학  

• 기업: Lockheed Martin 및 Intralogic Solutions 

• 고등교육 기관: Nassau 커뮤니티 칼리지  

• K-12: Hempstead UFSD 
 
North Country  

6. 보건보건보건보건/인간봉사인간봉사인간봉사인간봉사  

• 기업: Adirondack Health Institute; Northern Area Health Education Center; St. 

Regis Mohawk Tribe Education Services; North Country Workforce 

Development Board; Alice Hyde Medical Center; Citizens Advocates, Inc.; 및 

다수의 CBO들  

• 고등교육 기관: North Country 커뮤니티 칼리지 및 SUNY Canton  

• K-12: Salmon River CSD, Franklin-Hamilton-Essex BOCES 



Korean 

 

뉴욕주 서부 지역  

7. 나노기술나노기술나노기술나노기술  

• 기업: Technology,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Mentoring (TEAM) through the 

Compliance and Administrative Services of New York (CASNY) 및 SolarCity 

Inc. Foundation  

• 고등교육 기관: Erie 커뮤니티 칼리지  

• K-12: Buffalo CSD 
 

뉴욕주 기술경로 조기 대학 고교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는 애초에 주지사의 2013-2014 

집행예산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주 교육부를 통해 추가 자금과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공공-민간 이니셔티브는 IBM과의 제휴에서 출범하였는데, 그것은 본 

프로그램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며 각 참여 학교에 도구,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UNY 총장총장총장총장 Nancy L. Zimph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P-TECH 파트너십은 

학생들이 뉴욕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게 추구되는 직업을 위해 준비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 학위를 모두 학생과 가족들에게 무료로 끝내도록 합니다. 지역 마다 

있는 SUNY 캠퍼스는 이 예외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에 한 역할을 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이 최근 차수의 보조금을 받는 모든 파트너십에 축하를 드립니다.” 

 

NYS 교육부교육부교육부교육부 장관장관장관장관 MaryEllen Eli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올바른 종류의 

기회가 없으면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P-Tech는 수 천명의 학생들에게 그 올바른 종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Tisch 총장과 이사회가 고급 경력과 기술 교육과 조기 대학 

고교 프로그램을 뒷받침해온 이유입니다. P-TECH 모델은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에서의 

성공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기업, 학교 및 대학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P-Tech라면 더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성장시켜야 

합니다.”  

 

뉴욕주의 리드를 따라 코네티컷주, 콜로라도주, 일리노이주 및 로드아일랜드주가 모두 

이 혁신적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주도 최근에 P-TECH를 본따 2개 

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BM 국제재단의국제재단의국제재단의국제재단의 기업시민기업시민기업시민기업시민 및및및및 기업업무기업업무기업업무기업업무 담당담당담당담당 부총재부총재부총재부총재 겸겸겸겸 총재인총재인총재인총재인 Stanley S. Litow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P-TECH는 미국의 기량 위기를 다룹니다. P-TECH는 IBM이 4년전에 

Brooklyn에서 설계를 도운 1개 학교로부터 미국 전역의 40여개교로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우리나라와 전세계를 리드하여 학교를 직업에 연결하고 이 혁신적 

고교 변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P TECH 학교는 학생 성취를 증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고임금 직업 티켓인 대학 학위를 종종 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더 많은 뉴욕주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와 뉴욕주의 경제적 

성공에 긴요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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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Inc.의의의의 총재총재총재총재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Heather C. 

Briccett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제3차 주 P-TECH 보조금을 받는 모든 

파트너십에 축하를 드립니다. P-TECH 모델은 모든 당사자, 특히 학생들에게 득이 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더욱 큰 

수로 은퇴하기 때문에 인력 개발은 우리 회원사와 뉴욕주를 위한 열쇠입니다. 양질 

근로자들의 노화는 커지는 기능 갭과 맞물려 고용주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소위 STEM 

기업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과 기업이 21세기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Business 

Council은 첫 날부터 P-TECH 모델을 후원하였으며, 우리는 뉴욕주가 이 타당한 교육 

대안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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