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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AUSCH + LOMB/VALEANT PHARMACEUTICALS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160여개여개여개여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최대최대최대최대 20개개개개 기업과기업과기업과기업과 제휴제휴제휴제휴 

 

더더더더 많은많은많은많은 근로자들이근로자들이근로자들이근로자들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찾을찾을찾을찾을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추가적추가적추가적추가적 모집모집모집모집 노력노력노력노력 및및및및 채용박람회채용박람회채용박람회채용박람회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지사는 Bausch + Lomb/Valeant Pharmaceuticals가 이번 겨울에 인원을 감축함에 

따라 이곳 직원들에게 160여건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8일에 Rochester 및 Finger Lakes 

지역의 최대 20개 기업들이 모일 것이라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영향을 받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채용 준비가 된 기업들과 함께 추가적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우리는 Bausch + Lomb 직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이 종전 직원들에게 160개의 새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Finger Lakes 전역의 

기업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는 한 회사가 변화를 맞이해도 다른 회사들이 개입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인은 이 뉴요커들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 기업들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팀은 Bausch + Lomb의 직원들이 이달초에 처음 통보 받은 이래 그들과 협력해왔습니다”라고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Peter M. Rivera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고용을 전주 최고 우선순위로 

삼았는데 이렇게 많은 현지 기업들이 이웃, 친구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나오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Bausch + Lomb 직원들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inger Lakes 

신속대응팀을 보내었습니다. 이 채용박람회에는 약 150명의 직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현장 채용박람회를 지원하여 Jobs Express 웹사이트는 현재 Finger Lakes 지역에 등재된 약 

1,000개의 전문직, 기술직 및 관리직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니즈를 겨울 

내내 계속 충족하기 위해 주 노동부는 추가 모집 일자리로 추가적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소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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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는 오전 8:30부터 오전 11:30까지 North Goodman Street 소재 Bausch + Lomb 설비의 

식당 현장에서 개최되며 Bausch + Lomb 직원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 엔지니어링, 보건, 자동차, 광학, 기술, 학술 및 기타 부문의 요원들이 참석하며 채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및 전직 극복 관련 워크숍이 같은 층의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일대일 인터뷰도 열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Workforce Development Institute(WDI)는 Bausch + Lomb 직원들을 위한 커리어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WDI 요원이 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5일짜리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일자리를 찾은적이 없는 전문직 배경의 구직자를 

위한 새 검색 전략, 도구 및 기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자리에는 Cuomo 지사의 Jobs Express 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오늘 현재 전주적으로 77,000여개의 빈자리와 Finger Lakes 지역에 7,000여개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http://www.labor.ny.gov/jobs.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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