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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OBS EXPRESS 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 74,0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등록되어등록되어등록되어등록되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2011년년년년 10월월월월 이후이후이후이후 59,000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 Jobs Express를를를를 통해통해통해통해 직장을직장을직장을직장을 얻다얻다얻다얻다 

 

실업수당실업수당실업수당실업수당 연장연장연장연장 기간이기간이기간이기간이 종료됨에종료됨에종료됨에종료됨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장기장기장기장기 실업자들에게실업자들에게실업자들에게실업자들에게 이들이들이들이들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신청하도록신청하도록신청하도록신청하도록 

촉구하다촉구하다촉구하다촉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자리를 찾는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전문 

웹사이트 Jobs Express에 현재 74,000여개 일자리가 올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2011년 10월에 개설된 이후 59,000여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이달을 끝으로 수 천명의 뉴요커들에게 제공되던 실업 수당 연장이 끝남에 따라 주지사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이 사이트에 올라 있는 일자리에 신청해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obs Express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59,000여명의 과거 뉴욕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게 해준 

굉장히 성공적인 사이트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주는 4,600명이 넘습니다. 직장을 찾으려는 모든 뉴요커들은 꼭 Jobs 

Express를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 4,614명의 고용주들이 Jobs Express에 74,810개의 구직자 모집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Jobs 

Express 사이트가 출범한 2011년 10월 이후 이 사이트에 구인 등록을 했던 5,843명의 고용주들이 

59,586명이 넘는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들 고용주에게 Jobs 

Express의 검증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를 게시하고 숙련된 뉴요커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뉴요커들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연장이 이번 주에 끝나게 되므로 구직자들은 신입직 일자리와 전문인력 일자리에서 급여 

등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공하는 이들 일자리를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구직자들은 

노동부의 88 원스탑 구직센터를 방문하여 면접 준비와 관련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orean 

Apex Tool Group, LLC의 인적자원부 부책임자인 Kathie O’M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랫동안 우리의 채용 요구에 맞는 인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올해는 채용 부문에 있어서 특별히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 시설에서 일할 29명의 신규 시간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노동부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Timeless Frames, Decor, and Expressions의 인적자원 책임자인 Kathy Wats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imeless Frames은 지난 몇 년 동안 노동부와 매우 돈독하고 긍정적인 업무 관게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Jobs Express를 활용하여 모든 직무 부문의 인재를 찾고 있으며, 이 

사이트의 지원을 받아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고용 활동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Kintz Plastics의 소유주인 Wynn Kin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업무의 전문적인 특성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발굴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Jobs Express와 

노동부의 채용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몇 명의 좋은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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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s Express를 방문하려면 

ttp://www.labor.ny.gov/jobs/regional.shtm 로 가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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