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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 고용 대응팀(EMPLOYMENT STRIKEFORCE) 10주년을 

기념하는 채용 박람회 발표  

  

60여개 이상의 사업체가 4월 26일 행사에 참석하여 2,200여 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 

  

구직 지원 및 정보를 받으려면 81336번으로 “Strikeforce”라고 문자. 구직자의 이번 행사 

사전 등록은 이곳에서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0개 이상의 사업체가 웨스턴 뉴욕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여 2,200여 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버펄로의 

마운틴 올리브 침례 교회(Mt. Olive Baptist Church)에서 4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며, 뉴욕주 노동부가 웨스턴 뉴욕의 염려하는 성직자 연합(Concerned 

Clergy Coalition of Western New York)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년 전 

웨스턴 뉴욕 고용 대응팀(Western New York Employment Strikeforce) 창설 이래로, 약 

4,000명의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고용 대응팀(Western New York 

Employment Strikeforce)은 수천 명의 구직자와 현지 기업을 연결해 지역 경제 부흥에 더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 다가올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여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주지사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폭포 및 라카와나 커뮤니티에 웨스턴 뉴욕 

고용 대응팀(Western New York Employment Strikeforce) 창설을 선언하였습니다. 

2014년 5월 처음 발표되고 브롱크스에서 시범 실시된 이 대응팀 모델은 뉴욕 전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웨스턴 뉴욕 고용 대응팀(Western New York Employment Strikeforce)의 일환으로,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별 산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기업 서비스 직원을 추가 

충원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대응팀 지역의 새 위성 지역 5곳에서 직업 소개 

https://labor.ny.gov/secure/wny-career-fair/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western-new-york-employment-strikeforce-connect-jobseeker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unemployment-strikeforce-connect-jobseekers-available-positions-are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현지 기업, 교육 제공자,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 구직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고용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ochul 부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일자리 증대 전략이 주 

전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대응팀은 이 지역의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웨스턴 뉴욕 주민으로서, 저는 이 지역의 부흥과 그것에 

수반되는 고용 성장을 지켜 보았습니다. 웨스턴 뉴욕 채용 박람회는 60개 이상의 현지 

기업에 2,000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와 연계하여 주 전역의 구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의 추가 일자리 정보를 수신하기를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구직 전략, 교육 기회 연계 등의 도움을 받으려는 

구직자는 81336번으로 “Strikeforce”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채용 박람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가 참여합니다: 

• 도매업 및 운송업 

• 건강보험 

• 재무 

• 제조업 

 

참석자는 이력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 기업과의 현장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정장을 착용하여 주시고, 이력서는 여러 부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들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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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다음의 현장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Jobs Express를 통한 성공” - 온라인 일자리 검색의 모범 사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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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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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대응팀 

모델은 이 팀이 배치된 모든 곳에서 그 성과를 증명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노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부는 이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Tim Kenned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Cuomo 

주지사님의 웨스턴 뉴욕 고용 대응팀(Western New York Employment Strikeforce)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60개 이상의 기업이 2,200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이 뿐만 아니라 이력서 첨삭 및 현장 인터뷰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가 활용해야만 하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이곳 웨스턴 뉴욕에서 

취업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박람회에 참여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하원의원 Peoples-Stok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고용 대응팀(Western 

New York Employment Strikeforce)은 버펄로 구직자들을 위한 성과입니다. 뉴욕주 

노동부를 통해 현재 2,2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천 명 이상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이 대응팀은 불완전 고용 및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및 교육 기회를 

찾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 박람회를 실제로 개최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웨스턴 뉴욕 염려하는 성직자 연합(Concerned Clergy Coalition of Western New York)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Sean Ry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구직자들이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여 수많은 신구 사업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뉴욕주는 버펄로시의 

모든 지역에 취업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대응팀이 버펄로의 

실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펄로시 시장 Byron W. Brow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버펄로시의 모든 주민들을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시행 시 Andrew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노동부, 성직자 및 

기타 현지 기관의 훌륭한 파트너십이 증명되었습니다. 첫해 총 2,700명의 버펄로 시 

거주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했으며, 프로그램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거주자에게 종신 고용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프로그램 시행 동안, 웨스턴 뉴욕의 

구직자 수천 명이 Cuomo 주지사님의 현지 인력에 대한 헌신 덕분으로 전에 없던 

시스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노동부의 대응팀이 2년차에 

접어 들면서,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나이아가라 폭포 시와 기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 소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확신합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https://labor.ny.gov/secure/wny-

career-fair/에서 사전 등록해 주십시오. 

 

취업 서비스 및 채용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전화번호 1-888-4-NYSDOL로 전화하시거나 https://www.labor.ny.gov/home/을 

방문하십시오. 

 

주지사의 고용 대응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https://labor.ny.gov/strikeforce/strikeforce.shtm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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