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
뉴욕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지원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뉴욕주 노동부는 귀하의 비즈니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입 사원 채용 및 교육 과정이나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도와드립니다.

직업 포스팅

뉴욕주 일자리 은행(jobs.ny.gov)에 귀사의 일자리를 무료로
게시하세요! 인덱싱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복사하거나, 일자리를 셀프 포스팅하거나, 비즈니스
서비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귀하가, 우리에게
원하는 직업 설명, 기술 및 능력을 제공하면, 우리는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또한 Talent Bank
에 액세스하여 귀하의 고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대략
$8,000의 직업 포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맞춤 채용

이러한 무료 이벤트를 통해 여러 유자격 후보자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산업 또는 개별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시설이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약
$13,000의 채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킬 매칭 서비스 - NY TALENT 및 SMART

NY Talent는 기업이 원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도구로, 직업 주문서 도구와
이력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SMART(Skills Matching and
Referral Technology)는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직업
주문서와 매칭하는 데 사용하는 자매 도구입니다. 두 도구 모두
인공 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직업 주문서와 이력서를 분석하며
키워드 매칭이 아닌 스킬 매칭을 사용합니다.

노동부 직원과의 상담

뉴욕주에서 기업으로서 귀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노동부 직원을 만나서 귀사가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력 지원
• 직업 설명 및 직원 핸드북 작성/검토
• 성과 평가 및 인사 정책 개발

• 신규 근로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세션 마련

• 효율성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직무 면접 기법 연마
• 직원 이직률 분석

• 임금/시간 및 안전/건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법
설명

안전 및 건강 지원
뉴욕의 노동 인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직업 안전 및 건강 지원에 관해 질문이 있거나
무료 상담을 받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onsite@labor.ny.gov로
이메일을 보내 일정을 잡으십시오.
저희의 안전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labor.ny.gov/
workerprotection/safetyhealth/DOSH_INDEX.shtm

세금 공제

자격을 갖춘 개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연방 및 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귀하의 사업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 세금 공제(WOTC)
재향 군인 및 청소년과 같은 대상 그룹에서 직원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연방 세금 공제.

장애인 근로자 세금 공제(WETC)
장애인 고용 시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 세금 공제.
 셀시오르 직업 프로그램
엑
생명공학, 제약, 하이테크, 청정 기술, 녹색 기술, 금융 서비스,
농업 및 제조 등 대상 산업에서 고용 창출 시 제공되는 세금
공제.

트레이닝

직원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공인 교육 기관에
문의하거나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근로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실무 연수(OJT)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하고 수행하는 전문화된 교육.

수습 교육
숙련된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 경험과 교실 수업의 결합.

노동 시장 정보(LMI)

기존 업무를 확장할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우리는 노동력
공급, 임금, 직업 전망, 통근 패턴 및 최신 일자리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가장 최신의 정확한 노동 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공유

일시적인 경기 침체기 동안, 일자리 공유 프로그램은 해고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귀하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직원들은 부분 실업 보험 혜택을 통해 소득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비즈니스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APITAL REGION
Patrick Brown
W.A. Harriman State Office Campus
Building 12, Room 412
Albany, NY 12240
518-457-2483
patrick.brown@labor.ny.gov
CENTRAL NEW YORK
Roy Jewell
450 South Salina Street, Room 302
Syracuse, NY 13202
315-479-3362
roy.jewell@labor.ny.gov
FINGER LAKES
Jason Kirchhoff
276 Waring Road
Rochester, NY 14609
585-258-8843
jason.kirchhoff@labor.ny.gov
HUDSON VALLEY
Sherry Young
3 Washington Center, 4th Floor
Newburgh, NY 12550
845-568-5371
sherry.young@lab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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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ISLAND
Pamela Bedford
303 West Old Country Road
Hicksville, NY 11801
516-934-8521
pamela.bedford@labor.ny.gov

SOUTHERN TIER
David Croston
2001 Perimeter Road, Suite 3
Endicott, NY 13760
607-741-4518
david.croston@labor.ny.gov

MOHAWK VALLEY
John Tully
207 Genesee St
Utica, NY 13501
315-793-2271
john.tully@labor.ny.gov

WESTERN NEW YORK
Deb Arbutina
284 Main Street, Floor Mezzanine
Buffalo, NY 14202
716-851-2653
deborah.arbutina@labor.ny.gov

NEW YORK CITY
Ingrid Gonzalez
9 Bond Street
Brooklyn, NY 11201
718-613-3657
ingrid.gonzalez@labor.ny.gov
NORTH COUNTRY
Melissa Baretsky
194 US Oval
Plattsburgh, NY 12901
518-561-0430
melissa.baretsky@labor.ny.gov

뉴욕주 노동부는 기회균등주의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의 요청 시 보조 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