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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젊은이들이 주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취업 기회를 활용하도록 
권장 

NY Youth Works와Summer Jobs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여전히 가능한 수 천 개의 일자리 

 
성공적인 주 프로그램들은 이미 수 천 명의 뉴요커들을 고용되도록 도와주어 왔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Robert Duffy 부지사는 오늘 뉴욕주 젊은이들이 두 개의 주 고용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많은 직업 기회들을 활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주지사의 
NY Youth Works와 Summer Jobs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은 이미 뉴욕주 전역 수 천 명의 젊은이들이 
고용 기회를 찾고, 성공하기 위해 총 노동 인구에 필요한 툴을 개발하도록 도와줘 왔습니다.  
 
“뉴욕주를 재건립하고 경제를 정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향후 저희 주 경제의 성공은 저희 젊은이들이 바로 이 곳 뉴욕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데 달려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이미 뉴욕주 전역의 고용 기회들에 
젊은이들을 연계시켜 주는 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젊은이들과 
비즈니스가 관여할 것을 장려합니다.”  
 
Robert Duffy 부지사는, “NY Youth Works와 Summer Jobs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은 저희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일자리를 찾는 데 절실히 필요한 후원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의 경제 재건립을 그의 계획의 중시에 두어 일자리 창출을 해 왔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은 모두 이 핵심 리소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주 전역의 비즈니스들이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프로그램을 통해 수 천 개의 일자리가 젊은 뉴요커들에게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NY Youth Works 
 
NY Youth Works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정규직 
고용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비즈니스들은 이미 10,000개 
이상의 정규직 및 파트타임직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이 확인된 6,000명 
이상의 젊은이들과 함께 약 4,000개의 일자리가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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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역에 거주 중인 16세부터 24세까지의 실직한, 저임금 젊은이들이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Albany, Brookhaven, Buffalo, Hempstead, Mount Vernon, New Rochelle, New York City (뉴욕시), 
Rochester, Schenectady, Syracuse, Utica 및 Yonkers.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877-226-5724로 뉴욕주 노동부에 전화하거나 다음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해당 지역내 원 스톱 취업 센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labor.ny.gov/workforcenypartners/osview.asp 
 
Summer Jobs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 
 
Cuomo 주지사의 Summer Jobs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은 이 여름 18,000 명 이상의 십대들이 주 
전역에 취업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4세에서 20세까지로 부모님이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가족 수입이 연방 정부의 빈곤 수준 200%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3명의 가족이 연간 수입이 37,060 달러인 경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다음 웹사이트로 해당 지역 사회 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연락하세요: http://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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