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직업 은행(NEW YORK STATE JOB BANK)
기업을 위한 자료

뉴욕주 직업 은행이란 무엇인가요?

뉴욕주 직업 은행은 취업 알선 및 구직자 이력서 작성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주요 부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130,000개 이상의 구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내 직업을 포스팅해야 하나요?

뉴욕시 직업 은행에 귀하의 직업을 포스팅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귀하의 직업에 대한 관심 증가

• 잠재적인 고용의 "적합도" 개선

• 수천명의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직업을 포스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은 뉴욕주 직업 은행에 귀하의 직업을 포스팅하는
옵션입니다.

인덱싱
이 무료 기능을 사용하면 회사 웹사이트에 포스팅된 직업을
매일 뉴욕주 직업 은행에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이트에서 직업 포스팅을 추가, 변경 또는 닫기만 해도
매일 밤 직업 은행에서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가입하려면
뉴욕주 직업 은행 웹사이트 myjobs.ny.gov에서 인덱싱
요청을 완료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업 주문서를 포스팅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nysjobbank@labor.ny.gov 주소로 노동부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1-888-4-NYSDOL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JOBS EXPRESS

뉴욕시 직업 은행에 나열된 수천 개의 직업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새로운 도구인 Jobs Express(jobs.ny.gov)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여러 지역에 걸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며 다른 취업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스킬 매칭 및 추천 기술 — NY TALENT

NY Talent는 기업이 원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직업 주문서 도구와
이력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 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키워드 일치가 아닌 스킬 매칭을 사용하여
직업 주문서와 이력서를 분석합니다.

문의하기

당사의 비즈니스 서비스 직원은 이 도구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고 모든 채용 요구사항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가까운 사무실을
찾으려면 www.labor.ny.gov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88-4-NYSDOL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셀프 포스팅
뉴욕주 직업 은행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자신의 직업 주문서를
포스팅합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귀하의 직업 주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myjobs.ny.gov에서 등록하십시오.

직원 지원 포스팅
노동부에 이메일, 팩스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서를 보내면 담당
직원이 귀하를 대신하여 정보를 포스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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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부는 기회균등주의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의 요청 시 보조 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