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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  

  

지역사회 파트너십은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포함하여 팬데믹 관련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뉴욕주 직업은행(Job Bank)에 220,000개가 넘는 가용 일자리 기록  

  

주 모든 지역에 곧 열릴 가상 직업 박람회  

  

뉴욕 주민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둔 현행 캠페인을 
실시하려는 노력  

  

DOL은 추가로 매주 1,000건의 가상 커리어 어포인트먼트(Virtual Career 
Appointments)를 제공할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금일 220,000건이 넘는 가용 일자리, 도구 및 훈련 자원 

기록에 구직자들을 연계하기 위해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가 이미 시행 중인 광범위한 노력에 새로운 계획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결과로 뉴욕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후, 개별 구직자를 구인업체에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 전체는 물론 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저는 뉴욕이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강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이 계획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채용, 기능 적합성, 마케팅, 지역사회 파견, 가상 직업 서비스, 방송 

및 소셜 미디어 캠페인 및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려는 뉴욕주의 경제 회복 

정책의 일부로서 진행 중인 기타 노력들을 통해 계속 전향적으로 뉴욕 주민들을 

일자리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을 통해, 뉴욕주 노동부는 뉴욕 주민들이 

무료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추가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협업하는 기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또한 일자리, 훈련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을 통해 뉴욕 주민들을 도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단체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인 Roberta Reard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용 일자리 유형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가 및 그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규모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구직자들을 이들 일자리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한편, 또한 고용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희가 뉴욕 주민들을 

이들 중요한 자원에 대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동력 개발에서 현지 지역사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트너들을 필요로 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사무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이그제큐티브 데퓨티 커미셔너(Executive Deputy Commissioner)인 Barbara C. 

Gui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은 주에서 이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을 일자리, 훈련 및 

기타 구직에 필요한 기능 및 기회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자원 연결에 도움이 되는, 

노동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트너 단체 훈련  

  

NYS DOL은 이들 필수 직업 자원에 관하여 팬데믹 관련 지원을 포함하여, 서비스 

연결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주 기관 및 기타 

지역사회 파트너에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을 훈련할 것입니다. 이는 구직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향상하는 뉴욕주에 보내는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단체는 여기서 교수자 교육을 접수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파트너를 위한 훈련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및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 다수의 가용 직업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직업 

탐색, 직업 검색 지원, 이력서 쓰기, 인터뷰 기법, 및 가상 직업 센터 및 가상 직업 

박람회와 같은 가상 직업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DOL은 웨비나를 초청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DOL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수천 건의 일대일 가상 직업 서비스 

약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일부로서, 매주 주 전역에서 1,000건의 

추가 약속을 추가할 것이며, 직업상담관과의 가상 약속에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 

구직자를 위한 온라인 알선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자는 여기에서 약속을 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ms.office.com%2Fg%2FtSVjhGdLSv&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ec8287804d44d7a362408d9b504c3b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985434740642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cSgOQYie%2B3UzISrRXqQIhQFX0ks8DZIUKgVSd4lFqO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ms.office.com%2Fg%2FWu3aQX53wp&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ec8287804d44d7a362408d9b504c3b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98543474163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xhIc8qolOzYeO1gmhD1vqPIUIBHzPb%2Bs20g5hIGm%2BYA%3D&reserved=0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일련의 도구들에 추가하여, NYS DOL은 무료 채용 서비스 및 

가용 고용 인센티브를 이용하도록 업체들을 계속 격려할 것입니다.  

  

가상 직업 박람회  

  

모든 지역의 구직자들은 이제 집을 나설 필요가 없도록 세팅된 직업 박람회에서, 가용 

일자리를 둘러보며,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질문하면서 직접 연결하여, 업체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뉴욕주 정부 내에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 채용하기 위해 

기타 주 기관들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직업 박람회 및 가상 워크샵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상 박람회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1일 오전 11시 - 노스 카운티 가상 직업 박람회(North Country 

Virtual Career Fair)  

• 12월 1일 오전 11시 - 뉴욕주 가상 클린 테크&어드밴스트 머티어리얼즈 

박람회(NYS Virtual Clean Tech & Advanced Materials Fair)  

• 12월 2일 오전 11시 - 롱 아일랜드 가상 직업 박람회(Long Island Virtual 

Career Fair)  

• 12월 2일 오전 11시 - 모호크 밸리 가상 직업 박람회(Mohawk Valley 

Virtual Career Fair)  

• 12월 7일 오전 11시 - 뉴욕시 가상 경력 박람회(New York City Virtual 

Career Fair)  

• 12월 8일 오전 11시 - 센트럴 뉴욕 가상 직업 박람회(Central NY Virtual 

Career Fair)  

• 12월 8일 오전 11시 - 핑거 레이크스 가상 직업 박람회(Finger Lakes 

Virtual Career Fair)  

• 12월 9일 오전 11시 - 캐피털 리전 가상 직업 박람회(Capital Region 

Virtual Career Fair)  

• 12월 14일 오전 11시 - 웨스턴 뉴욕 가상 직업 박람회(Western NY 

Virtual Career Fair)  

• 12월 15일 오전 11시 - 허드슨 밸리 가상 직업 박람회(Hudson Valley 

Virtual Career)  

• 12월 16일 오전 11시 - 서든 티어 가상 직업 박람회(Southern Tier 

Virtual Career Fair)  

  

미디어 캠페인  

 

뉴욕 주민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것 이외에, NYS DOL는 또한 뉴욕 주민들을 가용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labor.ny.gov%2Feve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ec8287804d44d7a362408d9b504c3b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98543474163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rCmtwmVTYECX96XXJAaYiIuAj9RkixvUKUo4V6oE5%2B4%3D&reserved=0


일자리에 연결하기 위해 방송 및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 및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가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트럭 운전직, 제조 및 간호직을 포함하는 새로운 직업 

경로를 소개하기 위해 “이것이 그 이유(This is Why)”라 불리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무료 자원  

  

NYS DOL은 뉴욕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무료 자원을 

제공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직업 은행 및 잡존(JobZone) 이제 우선 220,000 건이 넘은 가용 

일자리 기록을 보면, 직업 은행 웹사이트는 뉴욕 주민들이 현지에 있는 

가용 일자리, 일자리 이름 및 회사명을 둘러볼 수 있게 합니다. 개인이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직업 검색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직업을 

탐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직업 검색 및 직업 개발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가상 워크샵 이력서 쓰기, 직업 검색 및 인터뷰 기법과 같은 적합한 

주제에 관해 매일 열리는 생중계 웨비나   

• 직업 센터 서비스 전문가에게 배워서 전화 또는 비디오 회의를 통해 

가상으로 제공되는 직업 상담, 이력서 개발 및 직업 검색 자원을 

얻습니다. NYSDOL는 전체적인 가상 직업 센터 플랫폼을 시작했으며, 

뉴욕 주민은 여기에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원은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코세라(Coursera) 최근 업체 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서, NYS DOL은 

업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기능이 필요하므로, 실직 상태 뉴욕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훈련 과정에 우선 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56,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미 코세라를 통한 온라인 

훈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업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기능에 적합한 수 

천개의 과정을 제공하며, 기능을 높이고 기타 직업 경로를 탐색하게 

합니다.  

• SUNY 훈련 NYSDOL은 구직자를 온라인과 직접 대면 방식으로 SUNY가 

제공하는 SUNY의 폭넓은 교육 기회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견습직 제조, 건설, 정보 기술, 아이 돌보기, 교사 등 큰 성과로 

입증된 훈련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은 등록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유급 

실무 교육 및 교실 훈련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시간제 고용 기회 직업 은행 코로나19의 결과로, NYS DOL은 현재 

실업보험급여가, 일한 일 수 대신 주당 실제로 일한 시간 수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 실업 보험(Partial Unemployment Insurance) 시스템을 

개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체계에 따라 실업 상태인 뉴욕 시민들은 UI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YE3sLtat3NI&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ec8287804d44d7a362408d9b504c3b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98543474263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BwUeOrLTLCG%2BzQfUXxnk7iRNXe0SrYY%2FwmXVTJxKKu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x2lMUv0_Fxw&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ec8287804d44d7a362408d9b504c3b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98543474263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zVTRip09b86eTMSIoRR0OQk05NvQlLlcQQiJmOzB3UQ%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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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상실할 위험 없이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에 따라, NYS DOL는 현재 뉴욕주에서 구직자들이 지역, 직종명 및 

업체에 따라 고를 수 있는, 27,000건이 넘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업체를 위한 무료 자원  

  

추가로, NYS DOL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무료 자원을 

제공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백만의 구직자 이용 NYS DOL는 업무 시간 및 돈을 절약하기 위해 

무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자신들의 기존 

사이트에서 색인을 통해, 직접 게시를 통해 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NYS 

직업 은행에 일자리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체는 현행 고용 

수요를 충족하는 수백만의 유능한 구직자를 보유한 NYS 인재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박람회 NYS DOL의 가상 직업 박람회 플랫폼은 업체들이 그들의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고 구직자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자원, 직업 목록, 대화창, 이력서 검토 및 채용하기 전부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및 고용 인센티브 NYS DOL은 업체에 가용 연방 및 주 세제 

혜택 및 기타 고용 인센티브에 대하여 직접 연결을 제공합니다.  

• 훈련 기금 훈련 기금은 노동자의 기능을 향상하거나 또는 신규 

노동자에게 기능 갭을 메꾸도록 지원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주는 뉴욕 주민이 양질의 고임금 직업을 구하는 것을 지원하고,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단기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4,8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두 번째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기금(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funding)을 시작했습니다.  

• 노동시장 정보 노동 공급, 임금, 직업 예상, 통근 유형 및 직업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자료 이용.  

• 등록 견습직 업체는 직접 해보는 경험 및 교실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직율을 줄이는 한편 숙련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공유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부분 실업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고용주가 일시 해고를 피하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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