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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실직 뉴욕인들이 구인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JOBS EXPRESS” 

웹사이트 오픈 발표  

 

 

현재 42,000개 이상의 구인직업들, 지역별 Job Bank에 나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직장을 찾는 뉴욕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웹사이트, “Jobs Express”가 오픈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New York State Job Bank에 나열된 수천종의 직업들이 나와있으며, 직장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주지에 어느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특정 경제 

구역에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구분하였습니다.  

 

Jobs Express 웹사이트: http://www.labor.ny.gov/jobs/regional.shtm. 

 

“Jobs Express 웹사이트는 뉴욕인들이 어느 직업이 나와있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실직 뉴욕인들을 고용주들에게 연결시켜주며, 구직자들은 또한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기술 등의 주제들에 대한 최신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를 찾는 모든 

고용주에게 그들의 구인광고를 New York State Job Bank에 내도록 권장합니다. “ 

 

Jobs Express는 구직자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사용 간편한 드롭다움 메뉴로 한 페이지 

안에 보여줍니다. 사이트는 또한 구직자들에게 조언을 주는 비디오와, 이력서로부터 직업 

리드를 만드는 “Skills Matching and Referral Technology” (SMART) 으로 불리는 전자 직업-

검색 도구를 포함합니다.  노동부 (The Labor Department)는 직업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현재, New York State Job Bank에는 42,370종의 구인직업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구인직업 수입니다.  

 

- Capital District - 2,726  

- Central New York - 2,373  

- Finger Lakes - 2,228  

- Hudson Valley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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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Island - 5,973  

- Mohawk Valley - 628  

- New York City - 22,684  

- North Country - 454  

- Southern Tier - 924  

- Western NY - 2,699 

 

차후의 고용 자원을 원하는 구직인은 전 뉴욕에 있는 88곳의 공공 One-Stop Career 

Centers에서 추가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직업 검색, 배치 

지원, 기술 평가, 이력서 도움, 노동 시장 정보, 직업 계획 및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구직자들은 고용 상담자와 만나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와 기술에 맞는 직업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의 정보는  www.labor.ny.gov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의 뉴스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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