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응대 서비스
정리 해고에 직면한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신속 응대 서비스란?
신속 응대는 감축 및 사업장 폐쇄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기 취업 지원 및 기타
서비스 자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이 많이 지치는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뵙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귀하와
귀하의 경력 목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춤형 신속 응대 지원
귀하와 같은 수천여 명의 구직자들을 가장 가까운 최고의
기업에서 고용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고유하고
구직자의 요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직자들을 최상의 급여
기회로 연결해 드리고자 구직 과정 내내 구직자와 손을 잡고
일할 것입니다.
신속 응대 팀은 다음을 포함해 시의 적절하게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채용 포인트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책의 주요 업무
• 직무 요건
• 채용 모집 지원 바로가기 링크

구직자 채용 지지

• 저희 직원은 최고의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고용을 지지할 것입니다.
• 채
 용 모집에 지원할 경우, 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격을 논의하고 구직자의
실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에 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 실업 보험 청구 제출:
dol.ny.gov/unemployment/file-your-first-claim-benefits

기술 기반 이력서 개발

• 저
 렴한 의료 옵션 및 뉴욕주 마켓플레이스
(nystateofhealth.ny.gov) 이용

• 취업 존 사용 – 검색 사이트: nyjobzone.org에서 관심

• 보육 또는 기타 지원과 같은 지원 서비스 소개

주제와 직업 가치를 파악하는 직업 탐색 평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관심 주제에 맞는 직업을 추천해
드리고 가까운 취업 박람회 일정을 제공합니다.
• 기
 업들이 이력서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기술 기반 이력서를 통해 귀하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직자와 협력합니다.

채용 포인트

• Jobs Express 사용 – 검색 사이트:
labor.ny.gov/jobs/regional.shtm
에서 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한 뉴욕의 10대 지역 경제에서
최신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 구
 직자의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된 채용 포인트를
제공하여 귀하가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을 샅샅이
살펴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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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부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요청 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역 신속 응대 코디네이터

MOHAWK VALLEY 지역

CAPITAL 지역

Michael Clark
315-793-2491 / 팩스 315-793-2216
Michael.Clark@labor.ny.gov

Patrick Brown
518-457-2483 / 팩스 518-485-2577
Patrick.Brown@labor.ny.gov

CENTRAL 지역
Paula Yerdon
315-479-3435 / 팩스 315-479-3216
Paula.Yerdon@labor.ny.gov

FINGER LAKES 지역
Regenna Darrah
585-258-8819 / 팩스 585-339-9457
Regenna.Darrah@labor.ny.gov

LONG ISLAND 지역
Frederick Danks
516-934-8560 / 팩스 516-433-3799
Frederick.Danks@labor.ny.gov

HUDSON VALLEY 지역
Elias Flores
845-568-5392 / 팩스 845-568-5321
Elias.Flores@lab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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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Stuart Goldberg
718-613-3587 / 팩스 718-613-3983
Stuart.Goldberg@labor.ny.gov

NORTH COUNTRY 지역
John Hetfield
518-561-0430 내선 3081 / 팩스 518-561-9566
John.Hetfield@labor.ny.gov

SOUTHERN TIER 지역
Deanna Simon
518-457-1143 / 팩스: 518-485-2577
Deanna.Simon@labor.ny.gov

WESTERN 지역
Christopher Kokoszka
716-851-2655 / 팩스 716-851-2636
Christopher.Kokoszka@lab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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