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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JOBS EXPRESS 웹사이트를 통해 44,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고용되었음을 발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구직중인 뉴요커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웹사이트 “Jobs Express”가 
서비스를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4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Jobs Express는 주지사가 2011년 10월 이 웹사이트의 서비스 시작을 발표한 이래 10,000개 이상의 
채용 공고 증가로 현재 71,000개의 채용 공고가 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저희 주가 전국적인 경제 불황으로부터 회복함으로써 Job Express 웹사이트는 큰 
성공을 거두어 44,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고용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범 첫 날부터 저의 행정부는 직업 창출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뉴욕주가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의 NY Works 프로그램에서 Jobs Express에 이르는 이니셔티브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을 일자리로 되돌리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서도록 해 
왔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2011년 10월 60,000개의 채용 공고와 함께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평균 
106,000번의 사이트 접속으로, 고용주들은 10,000개의 채용 공고를 추가했습니다. 추가적인 채용 
공고 및 사이트 접속수로 약 8,000개의 고용 업체에 44,010명의 뉴요커들이 취업했습니다. 오늘 
주지사는 고용 업체들에 Jobs Express의 입증된 결과를 활용하여 새 채용 공고를 올리고, 기술을 
갖추고 일할 준비가 된 뉴요커들과 연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Jobs Express는 구직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비디오와 개인의 자질에 맞는 채용 공고들만은 
선별해 보여주는,  “기술에 맞춘 채용 공고 추천 기술” (SMART)로 알려진 전자식 채용 맞춤 툴을 
특징으로 합니다. 노동부가 매일 채용 공고를 업데이트합니다. 
 
Jobs Express를 이용해 Tonawanda의 HDM Hydraulics, LLC.에 MIG 용접공으로 취업한 Edward 
Ernst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일시 해고되어 제 가족들은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력서에 
제가 자격을 갖춘 일의 형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동부 직원의 도움으로 
주지사의 Jobs Express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게 보내지는 맞춤형 채용 공고들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HDM Hydraulics에 급여도 좋고 전망도 밝은 직업에 취직되었습니다. Jobs Express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잘 맞는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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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Express를 이용하는 Oneida의 Hartman Enterprises, Inc.에 취직한 David Smith는, “저는 
2009년부터 실직하여 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Madison 카운티의 One-Stop 
Career Center 직원과 같이 제가 가진 기술을 토대로 취업용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 상담원이 
Jobs Express에서 Hartman Enterprises의 CNC 기계공 채용 공고를 찾아 인터뷰 일정을 잡아 
주었습니다. 몇 일 후 즉시 저를 고용하고 싶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직무 기술을 배우며 전에 해 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Jobs Express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artman Enterprises의 인사 담당자 Lewis Carinci는, “저희 회사는 재능이 있는 숙련공들이 
필요했는데, Jobs Express를 통해 Davis Smith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은 Smith씨를 고용했으며, 
Smith씨는 새 기술을 배우면서 훌륭하게 일해 왔습니다. 고용 업체들이 Jobs Express를 통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bs Express 웹사이트는 고용 업체들이 낸 수천 개의 채용 공고를 받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지역내 
성정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류한 후 특정 경제 부문 내 채용 공고들을 
찾아줍니다. Jobs Express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labor.ny.gov/jobs/regional.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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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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