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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170개개개개 전시전시전시전시 업체들이업체들이업체들이업체들이 참가하여참가하여참가하여참가하여 6,0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소개하는소개하는소개하는소개하는 DR. 

KING 박람회를박람회를박람회를박람회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박람회는박람회는박람회는박람회는 노동부와노동부와노동부와노동부와 공무부가공무부가공무부가공무부가 이끄는이끄는이끄는이끄는 “Career Boot Camp”가가가가 소개되고소개되고소개되고소개되고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직군의직군의직군의직군의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소개될소개될소개될소개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올해 열리는 Dr. Martin Luther King Jr. 취업 박람회가 
6,000여개의 Capital Region 일자리를 제공하는 170여개의 업체들의 참가로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박람회는 3월 30일 수요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바로 이곳 Capital Region에서 
사세를 확장하고 직원을 고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r. 

King Career Fair는 기업들과 자신들의 경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연결해주는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행사에 참가하셔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들도 참가하는 이 취업 박람회는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Albany의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구직자와 기업에 무료입니다. 구직자는 말쑥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라며 다음 사이트에서 조기에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www.labor.ny.gov/mlkcareers. 
 
Dr. King 취업 박람회는 뉴욕주 노동부가 총무실과 협조하여 후원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19개 산업 부문의 170여개 기업들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금융 및 보험 
• 유틸리티 및 건설 
• 전문 분야, 과학 및 기술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참가 기업 중 10곳은 하루 종일 현장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직자들은 
워크숍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워크숍들은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 Career Boot Camp, 이 워크숍은 공무부와 노동부가 진행하는 합동 
프리젠테이션으로, 공무직들을 소개하고 공무 시스템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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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Your Resume to Sell Your Skills, 이 워크숍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귀하의 
이력서를 단연 돋보이게 해주는 팁을 소개합니다; 

• Find Success with Jobs Express, 이 워크숍은 Cuomo 주지사의 Jobs Express 
웹사이트(www.jobs.ny.gov)의 데모가 담겨 있으며 온라인 구직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노동부노동부노동부노동부 대리대리대리대리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Roberta Reardon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대다수 
현지 기업들은 우리 지역 경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기업들은 
이번 행사가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팀의 일원으로서 뉴욕주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개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총무국총무국총무국총무국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RoAnn 

Destito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apital Region에서 열리는 이 직업박람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곳과 뉴욕에서의 취업 기회 확장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공무부는 2016년 Dr. Martin Luther King Jr. Job Fair에 참가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공무부공무부공무부공무부 대리대리대리대리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Lola Brabham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정부에서 보람 있는 일을 도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기회입니다. 공무부는 주정부 
취업 기회에 중점을 둔 여러 프리젠테이션과 공무 시험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에는 Cuomo 주지사의 퇴역군인 임시 취업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및 New New York Leaders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개최될 채용박람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4월 19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Columbia-Greene Community College Career Fair 
Columbia Greene Community College, Hudson, NY 
 
2016년 5월 11일 오후 3시 – 7시 
Plattsburgh 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 Annual Spring Job Fair 
Westside Ballroom, Plattsburgh, NY 
 
2016년 5월 12일, 오전11시 - 오후 3시 
Hostos Community College Career Fair 
500 Grand Concourse 
Bronx, NY 

 
취업 서비스 및 채용 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주 노동부 전화번호 1-888-4-
NYSDOL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labor.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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