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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2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OCHESTER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확보를확보를확보를확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나노나노나노나노 취업취업취업취업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발표발표발표발표 

 

11월월월월 14일일일일 CNSE Photovoltaic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Facility(CNSE MDF)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취업취업취업취업 박람회는박람회는박람회는박람회는 자격을자격을자격을자격을 갖춘갖춘갖춘갖춘 여성여성여성여성, 예비역예비역예비역예비역 군인군인군인군인, 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 후보자를후보자를후보자를후보자를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개최개최개최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UNY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CNSE)가 11월 

14일 목요일 Rochester에 있는 CNSE Photovoltaic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Facility(CNSE MDF)에서 나노 취업 박람회(Nano Job Fair)를 개최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 예비역 군인, 

소수 민족 후보를 대상으로 150개 이상의 현재 및 미래의 취업 기회를 잡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취업 박람회는 주지사의 하이테크 전략을 바탕으로 뉴욕의 신흥 나노기술 산업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마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나노기술 산업은 뉴욕주 북부 지역을 첨단 연구 및 개발, 민간 투자 및 하이테크 

일자리의 국제적 중심지로 급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 

주민을 채용하려고 하므로 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이 첨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달에 Rochester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취업 기회를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노 취업 박람회(Nano Job Fair)는 Rochester의 115 Canal Landing Boulevard에서 열리며 Kodak의 

MEMS 잉크젯 시설이 작년에 문을 닫을 때까지 운영되었던 곳입니다. CNSE는 이 부지를 첨단 

결정질 규소나 c-Si 기술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개발, 상용화 및 시험 원경을 위한 

태양 산업 최초의 풀 서비스 협력 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청사진에 따라 SUNY NanoCollege는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나노기술 

업계에서 하이 테크 경력을 쌓기 위해 뉴욕 주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주지사 사무실 및 

노동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NSE 수석 부사장 겸 CEO Dr. Alain 

Kaloyeros는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주민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고 미래 경제 활력과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이것은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에서 뉴욕의 미래를 보존할 경력에서 일할 직원과 경력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라고 Peter M. Rivera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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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일자리는 뉴욕주의 나노기술 업계 성장과 리더십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나 관심을 가진 모든 주민이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CNSE와 기업 파트너는 잠정적 후보에게 취업 기회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소개 인터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성, 예비역 군인, 소수민족 

후보들이 나노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기술, 엔지니어링, 인프라 지원 직위 중에서도 실리콘 태양열 프로세스 엔지니어와 

기술자, 태양 장비 유지보수 기술자, 실리콘 태양열 사업 개발직 등의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들은 정보 기술과 현장 서비스 구매에 이르는 행정,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찾고 있으며 시설 및 

유지보수에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연봉은 후원 프로그램 활동을 관리하는 민간 비영리 교육기관인 Research Foundation for 

SUNY(RF)를 통해 자금이 마련되며 직위에 따라 $35,000에서 $100,000 이상까지 있습니다. RF는 

의료보험, 치과, 안과, 연금 플랜, 경쟁력 있는 급여, 유급 휴가, 수업료 지원, 생명보험, 장기 

장애보험 등과 같은 훌륭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려는 개인은 사전 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www.sunycnse.com/Outreach/RochesterJobFair.aspx에서 업로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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