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지역 전역장병을 위한 일자리 350 개 이상 지원 발표 
  

전역장병을 위한 파밍데일 참전용사 채용(Hire Our Heroes) 일자리 박람회에 75 개  

기업 참여 예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방위군 주최로 파밍데일 예비군센터에서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국 상공회의소 참전용사 채용(Hiring Our Heroes) 

취업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75개 기업이 이 행사에서 전역장병과 그 

가족들을 위해 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뉴욕은 이 주와 국가를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용감한 남녀 여러분께 영원히 감사할 

것이며, 롱아일랜드 전역장병들과 이 지역 기업들을 연결하는 것은 이들의 기여에 

감사하는 작은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군인 여러분과 그 배우자들에게 롱아일랜드 참전용사 채용(Hiring Our Heroes) 일자리 

박람회에 방문하여 어떤 취업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전용사 채용(Hiring Our Heroes) 일자리 박람회에는 Delta Airlines, GE Aviation, 

GEICO,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 Home Depot, Northwestern Mutual 등등 

이 지역 전역의 75개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입니 A다. 이 일자리 박람회는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주방위군 예비군과 전역장병,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자리 박람회에 앞서 오전 

8시 30분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워크샵이 진행되어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요령, 

구직 기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채용 워크샵과 일자리 박람회는 파밍데일 예비군센터(25 Baiting Place Road, 

Farmingdale)에서 진행됩니다. 일자리 박람회와 채용 워크샵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뉴욕 항공 방위군 사령관인 Anthony German 소장이 본 행사에서 뉴욕 방위군을 대표할 

것이며, 퇴역한 Robert Van Pelt 원사도 함께 할 것입니다. Van Pelt 퇴역원사는 뉴욕 

방위군 장병과 항공병들이 파트타임으로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http://www.uschamberfoundation.org/event/farmingdale-hiring-fair-1


뉴욕 주방위군 사령관 Anthony German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방위군 

장병과 항공병들은 직장에 엄청난 가치를 불어넣습니다. 뉴욕 주방위군이 

미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는 우리 장병들이 직장에 어떤 숙련과 

교육, 규율,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항공병 및 장병들을 위한 더 나은 

일자리는 더 나은 시민과 군인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훈처 Eric J. Hesse 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역장병들에게 훌륭한 

기회입니다. 여기 이 위대한 뉴욕주에서 전역장병 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자리 박람회는 전역장병들이 찾고 있는 것, 즉 참가한 여러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기술과 경쟁력, 경험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훈/국토안보/군사 상원위원회(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의장 Thomas D. Croc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군복무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은 귀향입니다. 역경을 딛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분을 수행한 후, 다시 

돌아와 민간 기업에 채용되는 것은 임무 완료의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정부가 전역장병들의 재취업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훈위원회 의장 Michael DenDekk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역장병들을 지원하는 것은 뉴욕주의 지도층으로서 우리의 의무이며, 취업 기회와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역장병들의 취업 기회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저의 정책적 우선 과제 중 하나였으며, 

우리의 용맹한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는 참전용사 채용(Hiring Our Heroes) 일자리 

박람회와 같은 행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 박람회를 

주최하신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방위군에 감사드리며, 모든 전역장병들에게 참석을 

독려합니다.” 

 

2011년 이래, 파밍데일 상공회의소는 뉴욕 주방위군과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25개의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파밍데일 예비군센터에서 4번째로 

열리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채용 행사는 파밍데일 상공 회의소, 뉴욕 주 방위군 가족 프로그램, 서퍽 카운티 

전역군인 서비스 기관, 뉴욕 주 노동국, 방위군 및 예비군 고용 지원(ESGR), 미국 노동국 

전역장병 취업과 훈련 서비스, 미국 보훈처, 미국 재향군인회 및 기타 지역 파트너의 

추가적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참전용사 채용(Hiring Our Heroes)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전역장병과 군 

배우자들은 28,000명이 넘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 2천 곳 이상이 참전용사 50만 

채용(Hiring 500,000 Heroes) 캠페인 과정에서 전역장병과 군 배우자 71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현재까지 채용이 확정된 인원이 50만 5천 

명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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