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9 SEIU Employment Center 

의료보조원, 간호 시술자 & 사무원 
 

Aerotek 

고객관리 직원, 행정사무 보조,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 

재무업무 보조 & 재무 담당자 
 

The Allure Group 

사회복지자, 직원 간호 조무사 & 식위요법 보조원 

Banana Republic 

브랜드 어소시에이트 

2020 Census Bureau 

사무원, 현장 감독자 & 모집자 

Century 21 Stores 

출납원, 판매 사원, & 상품 팀원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행정사무보조, 환자시록 관리자, 간호사 & 건물시설 관리자 
 

Charter Communications (Spectrum) 

현장 기술자, 고객 서비스, 영업 담장자 & 매점 직원 
 

Coach Inc. 

계절별/파트타임/풀타임 영업 담장자 & 보조 관리자 
 

Coalition of Asian-American IPA (CAIPA) 

접수원, 행정 보조, & 공급자 참여 직원 

Council for Aiport Opportunity, Inc. 

경비원, CDL 운전기사, & 고객관리사  

Cyracom 

접수원, 행정 보조, 통역사 & 공급자 참여 직원 

David J. Louie Inc. 

데이터 입력 & 사무보조 
 

DO & CO New York Catering, Inc. 

CDL 운전기사, 수세프, 품질 관리 전문가, & 코디네이터 
 

Graham Windham 
케이스 플래너, 수퍼바이서,  강사, 아웃 리치 코디네이터,       

팀 리더, 재정보조, 사무보조 &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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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onsolidated Benevolent Association (CCBA) 
                 

International Shoppes 

고가 상품 세일즈 직원, 보조 관리자, 매니저 & 주류 컨설턴트 

Mass Mutual  

자산 관리자 & 준회원 

Mercy Drive 

지원 전문가, 운전 기사 & 사회 복지 사업원 

Mott Optical Group 

보험 청구 전문가, 안경 컨설턴트 & 마케팅 인턴 

Nike 

부서 관리자, 계절별 (파트타임, 풀타임) & 인적 자원 관리자 

Nordstrom 

출납원, 판매 사원, 상품 팀원, 물류 팀원 & 건물 시설 관리자 
 

NYC Department of Correction 

교도서 오피서, 간호 보조사, 변호사, & 요리사 
NYC 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DCAS) 

전문 간호사, 사무원, 프로젝트 매니저 &  공중 위생 조사관  
New York Department of Civil Service 

주 프로그램 심사관, 정보 기술 전문가 & 직원 지원 보조 연수생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간호원, 간호 보조사 &  환자 관리자 

 
NYU Langone Health 

의료보조, 의료 비서, 행정 보조, 약사, 약사 보조원 &  간호사 

Sheraton Brooklyn Hotel (LAM Group) 

바리스타, 프론트 데스크 에이전트, 회계 사무원 & 기관사 

Skechers 

파타임 풀타임 세일즈 직원 & 매니저 
TD Bank 

텔러, 고객관리 직원 & 개인 재산 관리자 
 

TMI Trading Corp. 

창고 감독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 & 사업 개발 코디네이터 
Wonton Food Inc. 

생산 노동자 & 창고 노동자 
 

WorkForce 1 Healthcare Center 

간호 시술자, 의료 보조사 &  의료 안내원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  30 장 이력서 지참 필수 

질문시 사항 

Call: 212-571-1690  / 646-770-6311 

Email: michellechen@cmpny.org OR jaeeunkim@cmpny.org 

CMP 2019 맨하탄 

채용 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