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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5,000개 이상의 하계 일자리 발표  

  

인력 진출을 원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  

  

뉴욕주 노동부의 계절 일자리 은행, 여름철 취업 기회를 찾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수천 

개의 일자리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다양한 산업에서 뉴욕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록적인 

수의 하계 일자리들을 주의 모든 지역에서 발표했습니다. 놀이공원과 레스토랑에서 

농장과 여름 캠프에 이르기까지, 뉴욕주 노동부의 계절 일자리 은행에는 이미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으며, 여름이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여기에서 계절 일자리 은행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주들은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을 쌓고 여름 동안 여분의 돈을 벌기를 원하는 뉴욕 시민들에게는 아주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취업 시장에서는 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구직자들이 뉴욕주 노동부가 제공하는 많은 자원을 

그들이 좋아하는 직업으로 안내하는 데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가이드는 구직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들은 

14-17세와 18-24세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작업 서류 받기, 적절한 신분 확인, 이력서 

준비 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기업은 무료 뉴욕주 노동부 자원을 통해 구인 목록을 작성하고 구직자는 위치, 회사 및 

직급별로 파트타임 및 계절 일자리를 찾아보고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시장에서 정규직, 파트타임 또는 계절적 공석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찾는 뉴욕 

시민들과 최대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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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이 필요한 모든 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임 근무는 주의 경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며 구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규직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직업이나 다른 직책을 시도하도록 허용,  

•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 및 노인 돌봄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일정을 제공합니다.  

• 잠재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취직하도록 지원,  

• 지원 및 취업 네트워킹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구축,  

• 자긍심 고취  

  

DOL은 계절 일자리 은행 외에도 모든 연령대의 구직자들을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직 상태인 뉴욕 시민들은 주정부의 커리어 서비스 자원 페이지를 이용하고, 주내 모든 

지역과 전 산업 분야의 25만 개 이상의 구인 게시물을 뉴욕주의 Jobs Express 

웹사이트(labor.ny.gov/jobs)에서 볼 수 있고, Coursera와 제휴하고 있는 주정부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으며 뉴욕주의 SUNY FOR ALL 무료 

온라인 교육 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DOL은 또한 여름과 그 이후에 뉴욕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계절별 직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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