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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OBS EXPRESS 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 82,0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게시되어게시되어게시되어게시되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고용주들은고용주들은고용주들은고용주들은 자격을자격을자격을자격을 갖추고갖추고갖추고갖추고 즉시즉시즉시즉시 일할일할일할일할 준비가준비가준비가준비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있는있는있는있는 직원들을직원들을직원들을직원들을 찾기찾기찾기찾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방법으로서방법으로서방법으로서방법으로서 이이이이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사이트에사이트에사이트에사이트에 박수를박수를박수를박수를 보냅니다보냅니다보냅니다보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Jobs Express 웹사이트에 82,000여개의 일자리가 게시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Jobs Express는 구직자들을 주의 각 지역에 있는 빈 일자리와 연결하는데 

현재 매월 평균 전주의 새 일자리 51,000개를 게시합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주에 더 많은 기업들이 와서 확장함으로써 뉴요커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경제 성장 시기에 우리의 Job 

Express 웹사이트는 채용하기 원하는 지역 기업에 뉴요커들이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일자리 기회를 게시하고 취업 준비된 수 천명의 구직자들이 

매일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볼 때 Jobs Express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Jobs Express 웹사이트는 고용주들이 수 천개의 구인 정보를 올릴 수 있게 하고 이들을 지역별로 

분류해놓아 구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어떤 업체가 성장 중인지 파악하고 특정 경제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는 구직자와 고용주들은 

Jobs Express 웹사이트 www.labor.ny.gov/job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Jobs Express는 엄청난 자원입니다”라고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Peter 

M. Rivera가 말했습니다. “구직자들이 가능한 일자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은 무료로 

일자리를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뒷뜰에서 자격을 갖추고 즉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망 직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Jobs Express 웹사이트가 2011년 10월에 출범한 이래 이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한 회사들이 

수 천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전주적으로 빈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판매 및 관련 직; 관리; 오피스, 사무 및 비서; 컴퓨터 및 

수학; 보건 종사자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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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적으로 수 천명의 고용주들이 Jobs Express를 이용하여 성공을 찾았습니다: 

 

주도지역의주도지역의주도지역의주도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5,5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판매 및 관련 직; 관리; 오피스, 사무 및 비서; 보건 종사자 및 기사; 컴퓨터 및 수학; 

관리. 

 

뉴욕주 East Greenbush 소재 HealthHelp, LLC의 Adam Jam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의 격월 모집 기간을 위해 HealthHelp, LLC에 효과적인 자원을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탭들은 Jobs Express에서 우리의 구인 게시물이 매우 쉽게 보이게 

함으로써 유자격 후보들이 꾸준히 몰려와서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스탭들은 항상 달려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집 과정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노동부와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며 다른 기업들도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부중부중부중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3,9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판매 및 관련 직; 관리; 오피스, 사무 및 비서; 보건 종사자 및 기사; 농업, 

어업, 임업; 취사 및 관련 서빙. 

 

뉴욕주 Cortland 소재 Dickey’s Barbeque의 Jim Hick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와 Cortland 

Works Career Center는 제가 Cortland에 새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저를 위해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Jobs Express에 게시하고, 모집을 위해 그들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으며, 15명의 훌륭한 후보자들을 찾았습니다. 서비스가 놀라웠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6,6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농업, 어업, 임업; 판매 및 관련 직; 오피스, 사무 및 비서; 취사 및 관련 

서빙; 생산. 

 

TAB Retail Remodeling, Inc.의 Angela Adk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동부로부터 받은 

모집 지원에 크게 감사합니다. 스탭들은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Jobs Express에 있는 우리 게시물은 

유망 직원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모집 노력을 위해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과 미래의 모든 도움에 감사합니다.” 

 

Long Island의의의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7,1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판매 및 관련 직; 오피스, 사무 및 비서; 보건 종사자 및 기사; 관리; 취사 및 관련 

서빙. 

 

뉴욕주 Brentwood 소재 U.S. Nonwovens Corp.의 Charlie Harr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의 

동료가 저에게 Jobs Express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웹사이트가 우리 회사의 직원 모집을 도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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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 50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Jobs Express에 몇 개의 광고를 

게시하였는데 정말 유자격 후보자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것입니다!” 

 

Mid-Hudson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7,6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판매 및 관련 직; 관리; 오피스, 사무 및 비서; 보건 종사자 및 기사; 관리; 

의료 지원. 

 

At Home Ltd.의 조업 관리자인 Sharon F. Martin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Orange 카운티에 

우리의 홈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노동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Jobs Express 시스템을 통해 50여명의 

홈 헬스 요원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Mohawk Valley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1,8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오피스, 사무 및 비서; 보건 종사자 및 기사; 판매 및 관련 직; 생산; 취사 

및 관련 서빙. 

 

뉴욕주 Amsterdam 소재 St. Mary’s Hospital의 Kathy K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Job 

Express로부터 받은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50~75개의 공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인 작업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게시하는 데 사용하였을 시간을 상당히 절약하였습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나 이러한 서비스를 추천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24,0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관리; 컴퓨터 및 수학; 비즈니스 및 재무; 판매 및 관련 직; 오피스, 사무 및 비서. 

 

뉴욕주 뉴욕시 소재 Jay College의 Faina Fradk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광고 예산이 제한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잠재적 후보들의 크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인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Jobs Express는 우리 조직을 위해 극히 소중한 도구였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North Country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2,1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농업, 어업, 임업; 판매 및 관련 직; 보건 종사자 및 기사; 오피스, 사무 및 

비서; 운송 및 자재 이동. 

 

뉴욕주 Plattsburgh 소재 North Country Cleaners의 Theresa R. Lautenschuet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여러 해 동안 제 회사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고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Jobs Express에 여러 일자리를 게시하였는데 그 때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을 

찾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것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Southern Tier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3,2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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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판매 및 관련 직; 오피스, 사무 및 비서; 취사 및 관련 서빙; 보건 종사자 및 

기사; 생산. 

 

뉴욕주 Oneonta 소재 Directive Technology Inc.의 최고운영책임자인 Charlotte Chas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Oneonta의 Directive Technology는 우리의 모집 및 교육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튼튼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웹 

디자인직 및 기타 전문직 구인 광고를 Jobs Express에 게시하는데 그 결과로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도 광범위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향후의 모든 구인 광고를 위해 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기업들은 Jobs Express에 6,800여개의 빈 자리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용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 오피스, 사무 및 비서; 판매 및 관련 직; 보건 종사자 및 기사; 생산; 관리. 

 

뉴욕주 Amherst 소재 Kelly Services의 관리자인 Marissa E.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Jobs Express 사이트가 사용하기 매우 쉬운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이력서 검색 기능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Jobs Express에 게시하는 일자리는 정기적으로 견실한 흐름의 지원자 트래픽을 

유도하여 우리는 우수한 후보자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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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