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킹 박사 연례 취업 박람회에 140 개의 사업체에서 마련한 8,000 여 개의 
일자리 기회 발표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사전 등록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18회 연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취업 박람회(Dr. 

Martin Luther King Jr. Career Fair)에서 140여 개의 사업체에서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벤트는 3월 29일, 수요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의 컨벤션 센터(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개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틴 루터 킹 취업 박람회는 주도 

지역의 연대를 깊게 하는 우수한 구직자와 준비된 사업체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새로운 기회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컨벤션 센터에 모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기업들은 회사의 채용 책임자와 하는 현장 인터뷰를 제공합니다. 이밖에 구직자들은 

고용 기회를 알아보고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리소스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구직자와 사업체에 모두 무료입니다. 

 

현장 채용이 가능한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lbany Medical Center 

• Lowes 

• Rivers Casino 

• Maximus 

• Mazzone Hospitality 

• Spectrum (기존의 Time Warner Cable) 

• Speed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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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을 위한 교육 

취업 박람회를 주최하는 것 외에 주 노동청(State Labor Department)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다음의 현장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검색을 통한 성공(Find Success With Jobs Express)” - 온라인 일자리 

검색을 위한 최고의 성공 사례 강의 

• “공공 서비스의 보람 있는 직업(Rewarding Careers in Public Service)” – 뉴욕주 

공무원(New York State Civil Service) 취직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사전 등록 권장 

강의에 참여할 분들은 https://labor.ny.gov/businessservices/dr-king-career-fair.shtm에 

접속하여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참석자 지원이 예상되어 조기 

등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노동청 커미셔너 Roberta Reard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대형 취업 

박람회는 구직 희망자와 기업들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이와 같은 

행사를 주최하여 새로운 고용 관계를 이어주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구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이번 무료 이벤트의 기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자들은 전문인다운 복장을 차려입고 본인 이력서는 여러 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CDTA 셔틀버스가 취업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셔틀버스는 링컨 파크 

풀 하우스(Lincoln Park Pool House)를 출발점으로 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분마다 운행됩니다. 

 

다가오는 취업 박람회와 신규 사원 채용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labor.ny.gov/workforcenypartners/career-center-events.shtm을 방문하십시오. 

 

노동부의 구직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labor.ny.gov/careerservices/CareerServicesIndex.shtm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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