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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채용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뉴욕주센터를 세우다 

 
뉴센터가 주지사의 인재채용실을 일반서비스사무소 내 신규 채용 기구로 대체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주지사의 인재채용실(Appointments Office)을 대체하기 위해 
일반서비스사무소(OGS) 내에 입주한 새로운 사업체인 뉴욕주 채용 및 공공서비스(New York State 
Center for Recruitment and Public Service - RPS) 센터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RPS는 주정부에 있던 
오래된 직원 채용 절차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뉴욕의 공공 서비스에 최우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일은 언제나 도전이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채용 절차는 일관성이 없고 정치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채용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액세스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행정부가 뉴요커들을 위해 보다 나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 따라 RPS 뉴욕주센터는 채용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전략을 
적용하여 뉴욕주 거주자들을 위해 봉사할 최적임자를 찾을 것입니다.”  
 
OGS 커미셔너 RoAnn Destito는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그동안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낡은 
채용 절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에 새로운 뉴욕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RPS 
뉴욕주센터는 OGS에 꼭 맞는 것으로서, 부동산, 전략적 소싱, 비즈니스 서비스, 차량관리를 포함해 
OGS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를 보안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일 OGS는 뉴욕주가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주정부에 끌어모으는 일을 맡게 될 
실무조사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서(RFP)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회사는 뉴욕주정부가 민간부문과 경쟁하여 선택 받는 고용주가 될 수 있도록 
OGS와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뉴욕주가 자체적인 채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밖에 OGS는 

• 일자리 및 지원자와 업무 능력을 맞춰볼 것입니다 
•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조회 방식을 개혁할 것입니다 
• 성공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추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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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매체 기회를 극대화하여 "인재 시장"에서 뉴욕주의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인재 채용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민간 부문의 방식에 발맞추기 위해서 OGS는 RPS가 뉴욕주 채용 
포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줄 것입니다. 이 포털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양방향 웹사이트입니다. 이 포털은 뉴욕주 기관, 공공서비스 및 
경력직 기회를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직위 또는 
직업 범주를 기반으로 구인자에게 이력서 자동 제출이 용이하도록 다중 이력서 포맷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RPS는 이전에 채용 상태 중이었던 약 5,000개의 무급 일자리와 2,000개의 스탭 일자리의 고용 및 
배치를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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