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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2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OHAWK VALLEY의의의의 NANO 취업취업취업취업 박람회가박람회가박람회가박람회가 NANO UTICA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지지의지지의지지의지지의 커다란커다란커다란커다란 

표시로표시로표시로표시로 1500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지원자를지원자를지원자를지원자를 유치함을유치함을유치함을유치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부 및 SUNY 나노과학엔지니어링대학(CNSE)과 기업 

파트너들과의 협조로 개최된 제1차 Nano Utica 취업 박람회의 엄청난 성공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약 1700명의 사람들이 새로 합병된 SUNYIT/CNSE의 Utica 캠퍼스에서 개최된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였는데, 1500여명은 사전 등록 참가자였고 그 나머지는 예약 없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압도적 반응으로 인해 조직자들은 현재 추가 행사 노력을 위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ano 취업 박람회는 컴퓨터칩 상업화센터(Quad-C)의 현재 및 미래의 300여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 일자리들의 연봉은 $35,000에서부터 $100,000 이상인데 SUNY 연구재단과 

Advanced Nanotechnology Solutions, nfrastructure, Valutek 등의 Quad-C 입주기업들이 부담합니다.  

 

“우리는 신나는 새 Nano Utic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제1차 취업 박람회가 

엄청난 성공이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1500여명의 

구직자들이 Mohawk Valley의 성장과 재활성화를 위한 제휴에 관심을 표명하였는 데 이는 이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우리의 접근법과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 합병된 SUNYIT/CNSE의 학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Nano 취업 박람회 참석자들은 Cuomo 지사의 Nano Utica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증거합니다. 

주지사는 이 지역에 나노기술을 위한 뉴욕주 두 번째의 허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기능 인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인력이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지사가 리더쉽을 발휘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Oneida 카운티 주민들을 이 흥분되고 성장하는 경력 분야로 환영합니다.”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Peter M. Rive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ano Utica 취업 박람회를 

통해 Cuomo 지사는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뉴욕주의 신흥 하이테크 경제의 일원이 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이 행사를 둘러싼 참석자들과 흥분에 짜릿합니다. 이 행사에 참속한 

고도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은 Mohawk Valley가 나노기술 기반의 연구 개발을 위한 뉴욕주 두 

번째의 허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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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일반서비스실 커미셔너 RoAnn Desti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tica는 사업과 

산업에서 긴 성공 역사를 갖고 있는 데 오늘 2000여명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는 것을 

돕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Nano Utica 취업 박람회를 위한 엄청난 지지와 참석은 Cuomo 지사가 이 

지역 전체를 재활성화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Oneida 카운티에 역사적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주민들의 잠재력을 실현한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의원 Joe Griff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Nano Utica 이니셔티브 의 

진면목입니다; 오늘 같은 취업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신나는 경력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력과 집념을 발휘한 Cuomo 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정부 파트너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같이 협력하여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의원 Anthony Brindis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Cuomo 지사의 Nano Utica 

이니셔티브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건물과 기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보아왔지만 오늘은 우리 사람에 대한 투자를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Oneida 카운티는 나노기술에서 

신나는 미래와 그것을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있는 세계적 수준의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Oneida 카운티 집행관 Anthony Picent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Oneida 카운티와 이 지역 전체는 최신 기술들이 추진하는 강력한 성장을 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카운티의 또 하나의 경제 퍼즐 조각이 스케줄대로 맞추어져서 학생과 구직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기회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Utica 시장 Robert Palmier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ano Utica 취업 박람회는 우리 커뮤니티의 

수 천명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노기술이 도래하여 우리 지역에 오고 있다는 

사실은 흥분되며 경제 발전을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흥분되는 취업 기회를 위해 지원하고 면접 볼 찬스를 갖도록 제2차 Nano Utica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Marcy 타운 감독관 Brian Scal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계, 민간 기업과 지역 및 주 정부들 

사이의 협조를 통해 우리 타운과 뉴욕주 전체에 전례 없는 기회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증거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 허브가 빠르게 되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점점 

더 많은 수의 도전적 일자리의 문을 연 이 Nano 취업 박람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여 진정 고무적입니다.” 

 

Mohawk Valley Economic Development Growth Enterprises Corporation(EDGE) 사장 Steve DiMe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UNY CNSE, SUNYIT 및 선도적 첨단 기술 기업들과 제휴하여 주지사의 

Nano Utica 이니셔티브가 지역 구직자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자리 수 백개를 제공한 이 취업 

박람회로 또 한 번 도약하여 우리는 흥분됩니다. Mohawk Valley EDGE와 우리 파트너들이 이 놀라운 

경제 노력 약속을 계속 이행하는 오늘은 이 지역을 위한 새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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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박람회 참가자들에게는 현재 및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고,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소개 면접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성, 군 제대자, 소수민족 후보자들이 Nano 

Utica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상당한 홍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후속 홍보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는 있을 때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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