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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UFFALO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가용가용가용가용 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 구직자들을구직자들을구직자들을구직자들을 연결하기연결하기연결하기연결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WESTERN 

NEW YORK 실업타격대실업타격대실업타격대실업타격대 출범출범출범출범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실업타격대실업타격대실업타격대실업타격대 성공을성공을성공을성공을 토대로토대로토대로토대로 한한한한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신축신축신축신축 위성위성위성위성 Career Center를를를를 통해통해통해통해 현재현재현재현재 Buffalo, Lackawanna 및및및및 Niagara Falls의의의의 
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 봉사봉사봉사봉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uffalo, Lackawanna 및 Niagara Falls 시에서 5개의 

위성 노동부 Career Center의 공식 개장과 함께 Western New York 실업타격대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실업타격대는 심각한 장기 실업률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용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Western New York 실업타격대는 2014년 Bronx에서 출범한 주지사의 매우 성공적인 

동종 최초의 실업타격대로부터 배운 교훈을 사용할 것입니다. 실업타격대는 이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뉴욕주의 10개 카운티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Bronx에서 이 

프로그램이 출범된 이후, 노동부는 10,165여 명의 Bronx 주민들을 끌어들였고 17,1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Western New York 실업타격대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이 지역의 

실업자 주민들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검증된 집중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관 부문에서 주요 경제 활동인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당국은 Buffalo 

지역사회 전역에 걸쳐 구직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경제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중요한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요소로는 현업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가장 절실한 뉴욕시민들에게 초점을 둔 현업 위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근로자에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 타격대의 최우선순위로 이 

기술 위주의 접근법은 Western New York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Western New York 실업타격대의 일부인 뉴욕 노동부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개인 사업자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업에 도움을 주는 추가 비즈니스 서비스 

직원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또한 타격대 지역에 있는 5개의 새로운 위성 

위치에서 집중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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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http://labor.ny.gov/strikeforce/strikeforce.shtm을 방문하거나 1-888-708-

6712로 연락하십시오.  

 

또한, 주지사의 Jobs Express 웹 사이트는 특히 Western New York의 3개 목표 장소에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Jobs Express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려면 여기(http://labor.ny.gov/strikeforce/western-ny-initiative.shtm)를 

클릭하십시오. 

 

전담 Western New York 실업타격대 요원은 지역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지역 선출 

공무원, 인력 개발 센터 및 기타 지역 사회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오늘 Buffalo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Roberta Reardon 노동부노동부노동부노동부 국장국장국장국장 대행대행대행대행은 “고용할 준비가 된 기업들과 뉴욕주의 구직자를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Bronx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Western New York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웨스턴 뉴욕의 

지속적인 재건을 돕기 위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uffalo가 상승세를 걷고 있지만 너무 많은 성인들은 자신이 실업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시당국, 주정부, 카운티 당국 및 믿을 수 있는 지도자분들과 함께 

Cuomo 주지사가 Buffalo 실업타격대를 결성하여 조치를 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적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실업률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구직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본바탕부터 재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Senator Tim Kennedy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 “타격대는 주지사의 빈곤 퇴치 이니셔티브 자금과 함께 너무 

오랫동안 갇혔던 기회라는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직접적이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접근법은 결국 우리 지역사회 중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본 가장 심각한 고용 

격차의 일부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하원의원은 “Buffalo의 실업타격대가 결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구가 경제 성장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집단적 반응으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당국에 확실히 닿았음을 입증합니다. 현재 

뉴욕주 노동부를 통해 제공되는 2,000개의 일자리와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수천여 

건의 일자리와 함께 실업타격대는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구직 및 교육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ronx의 성공은 훌륭한 모델이자 청사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인은 Cuomo 주지사와 주지사의 리더십 팀원들이 이러한 노력에 헌신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주민들의 독립과 향상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Sean Ryan 하원의원은 “오늘 Western New York의 발표는 우리 지역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구직자가 현지 기업들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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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New York에서 목격하는 재건이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준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Buffalo 시장시장시장시장 Byron Brown은 “Buffalo를 기회의 도시로 계속 이끄는 과정에서 이 

이니셔티브는 구직자들이 기회를 잡고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지원자를 찾는 

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노력에 힘을 더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Buffalo 주민들이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Bronx의 성공적인 노력을 모델로 한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Andrew Cuomo 주지사와 우리 요원들, 그리고 기타 지역 단체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Lackawanna 시장시장시장시장 Geoffrey M. Szymanski는 “우리는 실업자 또는 구직자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Bronx 실업타격대를 결성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주지사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Lackawanna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실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Niagara Falls 시장시장시장시장 Paul Dyster은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움을 준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의 

실업타격대는 Niagara Falls에서 진행 중인 인력 교육 활동을 향상 시키게 될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리더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Western New York 실업타격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labor.ny.gov/strikeforce/strikeforce.sht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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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뉴스는 www.governo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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