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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정부의주정부의주정부의주정부의 다양성을다양성을다양성을다양성을 증대하기증대하기증대하기증대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소수민족들의소수민족들의소수민족들의소수민족들의 고용을고용을고용을고용을 강화하기강화하기강화하기강화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및및및및 통합에통합에통합에통합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자문위원회를자문위원회를자문위원회를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다발족시키다발족시키다발족시키다 

 

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 구직구직구직구직 후보들을후보들을후보들을후보들을 채용하고채용하고채용하고채용하고 이들이이들이이들이이들이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인력으로인력으로인력으로인력으로 고용될고용될고용될고용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알리는알리는알리는알리는 
일련의일련의일련의일련의 구직구직구직구직 박람회가박람회가박람회가박람회가 이번이번이번이번 주주주주 SOMOS El Futuro Conference에서에서에서에서 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 

 

미국미국미국미국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MWBE 목표를목표를목표를목표를 포함하고포함하고포함하고포함하고 2008년년년년 이후이후이후이후 실무직에실무직에실무직에실무직에 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 채용인원을채용인원을채용인원을채용인원을 거의거의거의거의 두두두두 
배로배로배로배로 늘리는늘리는늘리는늘리는 것을것을것을것을 포함해포함해포함해포함해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강화강화강화강화 기록을기록을기록을기록을 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 하는하는하는하는 활동이활동이활동이활동이 시작되다시작되다시작되다시작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인력에 다양성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두 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주지사는 주정부 인력직에 소수민족의 

고용을 촉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성 및 통합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은 뉴욕국무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주정부 인력에 소수민족들을 늘릴 수 있도록 오는 주에 일련의 채용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채용 박람회에서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이번 주만 

Albany에서 열리는 SOMOS El Futuro Spring Conference와 파트너십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 체제 하에서, 뉴욕주는 소수인종 커뮤니티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를 

강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주지사는 재임 첫 해에 뉴욕주의 MWBE 목표를 

20%로 두 배 증대했고, 2014년에는 이 목표를 다시  모든 주 계약의 30%로 늘렸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관련 목표 중 가장 높은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전직 주지사들과 비교해 

행정직 직원들에서 소수민족들을 2008년 15.5%에서 현재의 27%로 거의 두 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공공부문 근로자 전체에서 소수민족 고용과 관련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뉴욕의 다양성은 항상 최대 강점이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당사의 

MWBE 프로그램은 국가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우리는 뉴욕주의 인력이 우리 커뮤니티의 

강점을 반영하도록 우리의 고용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주를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한 기대치를 계속 높여나가고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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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수민족들은 뉴욕주 인력의 25.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의 24.2%와 

2005년의 23.3%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지사의 다양성 및 통합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보다 많은 인종적 종교적 소수민족들이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함으로써 이러한 

진보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들의 활동에는 민관 부문에서의 관련 데이터와 최상의 

방식을 살펴보고; 기존 시스템 내에서 도전과 기회를 찾고, 주요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뉴욕주의 다양성 및 통합을 위한 5개년 전략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템. 

 

뉴욕주정부 인력과 비교해 주정부 인력에서 전반적인 현 소수민족 채용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족성민족성민족성민족성 뉴욕뉴욕뉴욕뉴욕 인력인력인력인력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NYS주정부인력주정부인력주정부인력주정부인력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백인 58.4 124,643 

아프리카계 

미국인 
13.8 16.6 

히스패닉계 17.5 4.9 

아시아계 8.6 3.8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국무부장관 지명자 Rossana Rosado(의장) 

• Somos el Futuro Conference 의장 겸 주의회의원 Marcos Crespo 

• NYS 흑인,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입법 간부회의 의장 겸 

주의회의원인 Nick Perry 

• 최고다양성책임자 Rose Rodriguez 

• 공직자임명위원회 위원장 Lola Brabham 

• 노동부부장관 Elizabeth de Leon Barghava 

 

Rossana Rosado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국무부장관국무부장관국무부장관국무부장관 지명자는지명자는지명자는지명자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정부가 

공무원들을 보다 통합적이고 이들을 반영하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의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 위원회 의장이 되어 다른 구성원들과 뉴욕주정부의 다양성에 대한 

주지사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Crespo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정부 인력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채용박람회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전문직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대표들을 

늘려 모든 뉴욕 커뮤니티들의 참여를 이끌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소수민족 권한 

이양에서 미국을 선도한다는 뉴욕주의 유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준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Perry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다양성 및 통합에 관한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택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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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료 패널 위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정부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소수민족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직장 내 다양성이란 

이전에 간단히 동과되던 것이나 내부적으로는 일할 기회를 거부를 당하던 많은 사람이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와 뉴욕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SOMOS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일련의 채용박람회는 뉴욕주가 자격을 갖춘 소수민족 채용후보들을 파악하고 이 

잠재적인 구직자들에게 주정부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출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고다양성책임자인최고다양성책임자인최고다양성책임자인최고다양성책임자인 Rose Rodriguez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사회적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모두에게 똑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뉴욕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주정부는 다양성과 통합을 지향하겠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른 기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부공무부공무부공무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의의의의 Lola W. Brabham 커미셔녀는커미셔녀는커미셔녀는커미셔녀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의 인력 다양성 모델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양성 및 통합에 관한 

자문위원의 활동으로 우리는 뉴욕주 인력에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탄탄하고 의미 있는 

아젠다를 설계 및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업무 실행 능력은 책무를 알리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다가오는다가오는다가오는다가오는 채용박람회채용박람회채용박람회채용박람회 & 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 채용채용채용채용 활동활동활동활동 

 

Cuomo 주지사는 또한 24개 이상의 주정부 기관들이 3월 18일 금요일 제29차 연례 

소모스 엘푸투로 춘계 컨퍼런스에서와 3월 19일 토요일 Albany 소재 Empire State 

Plaza에서 대학생들 및 모든 관심 있는 구직자들과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 채용박람회는 공무인력부가 

주도하는 Career Boot Camp와 구직자들이 현 채용 기회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정부기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채용박람회의 일환으로, 공무부는 구직자들이 공무원 시험과 채용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주정부 고용 기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을 이끌고 있고 Cuomo 

주지사의 퇴역군인들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기회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2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요건과 함께 주정부 구직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Cuomo 주지사의 Jobs Express 웹사이트에 

대한 데모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데모는 현재 115,000여개의 뉴욕 기반 구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SOMOS Statewide Career Fair는 다양성을 증대하고 뉴욕주정부 직원 채용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뉴욕주에서 계획된 이와 유사한 행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행사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러한 정보는 www.labor.ny.go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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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s.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개최될 채용박람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4월 7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SUNY Broome Martin Luther King Jr. Job Fair 
SUNY Broome Ice Center, Binghamton, NY 
 

2016년 4월 19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Columbia-Greene Community College Job Fair 
Columbia Greene Community College, Hudson, NY 
 

2016년 4월 26일, 오전 9시 – 오후 1시30분; 오후 4시30분 – 5시30분 

Broome-Tioga BOCES Spring Career Fair 
BT BOCES Gymnasium 
435 Glenwood Road, Binghamton, NY 
 

2016년 5월 11일, 오후 3시 – 7시 

Plattsburgh 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 Annual Spring Job Fair 
Westside Ballroom, Plattsburgh, NY 
 

2016년 5월 12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Hostos Community College Career Fair 
500 Grand Concourse 
Bronx, NY 

 

오늘 발표는 뉴욕주에서의 소수민족 단체들을 위한 기회 확대, 통합 전파 및 옹호라는 

Cuomo 주지사의 유산을 바탕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과거의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주주 계약에계약에계약에계약에 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소수민족 및및및및 여성여성여성여성 기업기업기업기업(MWBE) 참여참여참여참여 증대증대증대증대 

Cuomo 주지사는 MWBE 주정부 계약 활용 목표를 2011년 10%에서 20%로 늘려 

궁극적으로는 2013-14년도에 25%의 MWBE 주정부 계약 활용을 이뤄냈습니다. 

주지사는 2014년에 이 목표를 다시 30%로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 내 주정부 목표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4,300개 이상의 MWBE가 승인되었으며 그 

중 3,600개 이상이 재승인되었고 63여억 달러 이상의 주 계약이 소수 민족 또는 여성 

소유 사업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 계약에서 MWBE 인증 및 활용도가 단 

5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SUNY의의의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평등평등평등평등 및및및및 통합통합통합통합 정책정책정책정책 

Cuomo 주지사는 모든 SUNY 캠퍼스에 최고다양성책임자를 포함하는 뉴욕주립대학교의 

새로운 정책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정책에는 또한 학생, 교수진 및 교직원들 간의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맞춤형 문화 역량 교육, 리더십 평가와 연결된 정책 

발전에 대한 연례 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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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진입재진입재진입재진입 및및및및 재통합을재통합을재통합을재통합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공정한공정한공정한공정한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 한한한한 채용채용채용채용 

주지사의 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는 주, 지방 정부 및 민간 기관뿐 아니라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을 추진하여 주거, 고용, 의료, 교육, 행동 변화 및 재향 군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주지사가 채용한 권고안 중 하나는 경쟁을 통해 뉴욕주 관계기관의 경쟁이 치열한 

직위를 지원한 사람들은 관계기관이 이 지원자와 인터뷰를 했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지원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데 

관심이 없는 한 지원자의 과거 전과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이 뉴욕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일자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장벽을 없애줍니다. 

 

퇴역군인들에퇴역군인들에퇴역군인들에퇴역군인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예우예우예우예우 및및및및 지원지원지원지원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부는 퇴역군인 고용법을 발효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기제를 개발했습니다. 퇴역군인 임시 고용 프로그램 포털(Veterans Temporary Hiring 

Program Portal)은 임시직을 충원하는 주정부기관들이 자격을 갖춘 퇴역군인들을 

심사하기 위해 최신 고용 및 연락 정보를 제출하는 중앙집중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퇴역군인이 임시 할당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시직을 

제공할 때 퇴역군인 임시 채용 리스트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오늘 

상이 군인 소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조치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 의해 주정부 

계약에 참여 6% 목표를 수립하는 장애 재향 군인 사업 서비스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 을을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공공공공공공공공 시설시설시설시설 보호보호보호보호  
Cuomo 주지사는 공공 시설(가령, 호텔, 식당, 소매점, 레크레이션 또는 오락 장소 및 

병원)의 접근이 거부된 장애인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률은 

공공 또는 민간의 운영자가 이러한 공간에 있는 특정 건축 또는 통신 장애물의 제거를 

거부하는 것을 차별적이라고 규명해놓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 법률은 군인 가족 

관련 주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여 그러한 법률 및 규정이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을 더 잘 

돌보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안할 것을 뉴욕주 발달장애인실(OPWDD)에 

지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성여성여성여성 평등평등평등평등 아젠다아젠다아젠다아젠다 

Cuomo 주지사는 봉급 평등에 있어서 여성 보호, 가족 상태 및 임신을 근거로 한 채용 

차별,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를 포함한 여성 평등 아젠다의 법률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LGBT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시민권시민권시민권시민권 보호보호보호보호 

Cuomo 주지사는 임기 첫 해에 결혼 평등을 위한 싸움을 주도하다가, 초기 시절 

입법부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의 트랜스젠더 주민들이 Medicaid를 통한 방식을 포함해 건강보험 보장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성전환자를 위해 뉴욕주의 출생 증명서 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성전환자가 적절한 임상 치료를 받았음을 면허 의사가 밝힐 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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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수정된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주지사는 뉴욕의 

인권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지위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규를 발효하였습니다. 이 법규는 

뉴욕주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추행과 차별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뉴스는 www.governo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