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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최근최근최근최근 제정된제정된제정된제정된 주주주주 예산에예산에예산에예산에 포함된포함된포함된포함된 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 및및및및 실업보험의실업보험의실업보험의실업보험의 주요주요주요주요 개혁으로개혁으로개혁으로개혁으로 12억억억억 달러가달러가달러가달러가 

절약된다고절약된다고절약된다고절약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최근 통과된 주 예산에 포함된 뉴욕주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 체계의 

전면적 개혁으로 고용주들이 12억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너무 여러 해 동안 뉴욕주 기업들은 우리 주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체계의 부담스러운 요건 및 

비용 때문에 고전해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 

뉴욕주의 문을 다시 열고 우리 주를 일자리 창출자에게 더욱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경제 

환경을 변혁하여 기업이 직면한 불필요한 관료주의 및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있지만 2013-14 예산에 포함된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 제도의 전면적 개혁은 우리 

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위해 중요한 승리이며 우리의 일자리 창출자들은 1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 개혁개혁개혁개혁: 근로자들을근로자들을근로자들을근로자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급여는급여는급여는급여는 늘리면서도늘리면서도늘리면서도늘리면서도 기업들은기업들은기업들은기업들은 8억억억억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절약절약절약절약: 

 

산재보험 법률의 개혁으로 고용주의 비용은 줄고 근로자의 최소 급여는 늘며, 산재보험 제도가 

관리되는 방식이 개편될 것입니다. 개혁은 다음과 같이 기업에 즉각적인 절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자가보험자가보험자가보험자가보험 기업을기업을기업을기업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구제구제구제구제 제공제공제공제공: 주정부는 고용주로부터 년 평가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을 창안함으로써 자가보험 고용주들이 약 5억 달러를 절약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변경은 주정부에게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관료적인 시스템을 제거할 것입니다. 새 시스템은 행정 효율을 달성하고 고용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개혁의 결과로 자가보험 기업들이 절약할 액수는 지역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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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역지역지역 예상예상예상예상 절약액절약액절약액절약액 

주도  $18,748,413 

중부 뉴욕주 $25,788,853 

Finger Lakes $99,940,865 

Hudson Valley  $14,695,105 

Long Island $1,528,248 

Mohawk Valley $4,672,260 

뉴욕시 $258,378,618 

North Country $6,959,474 

Southern Tier $38,947,703 

서부 뉴욕주 $30,340,462 

합계합계합계합계 $500,000,000 

 

• 재개시된재개시된재개시된재개시된 케이스를케이스를케이스를케이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기금기금기금기금 종결종결종결종결: 이전 법률은 특정의 구 및 재개시 청구에서 지급이 

재개시된 케이스를 위한 기금으로 알려진 특별 기금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주지사의 개혁은 이 기금을 종결하여 뉴욕주 기업들이 불필요한 기금에 납부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 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 시장에서의시장에서의시장에서의시장에서의 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 증대증대증대증대: 주지사의 개혁은 산재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비용은 내려가고 기업에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뉴욕주 기업들에 대한 년 산재보험 평가액이 3억 달러 줄 것입니다. 지역별 상세 

절약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절약액의절약액의절약액의절약액의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절약액절약액절약액절약액 

주도 4.4% $13,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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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뉴욕주 2.8% $8,257,898 

Finger Lakes 4.5% $13,441,707 

Hudson Valley  9.2% $27,495,102 

Long Island 12.5% $37,371,306 

Mohawk Valley 1.4% $4,071,596 

뉴욕시 57.4% $172,109,053 

North Country 1.1% $3,244,915 

Southern Tier 2.1% $6,372,360 

서부 뉴욕주 4.8% $14,503,218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체전체전체전체 100.0% $300,000,000 

자료원: 뉴욕주 노동부,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센서스, 2011년 평균 년간 데이터 

• 채무채무채무채무 불이행된불이행된불이행된불이행된 Group Trust 위기위기위기위기 해소해소해소해소: Group Self Insurance Trust 위기에 연루된 회사들을 

위해 해소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의 현재 약 8억 5000만 달러 채무로 시달리고 

있는 10,000 기업이 구제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회사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제안하고서도 산재보험 급여를 위해 적정 기금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여러 보험회사들 

사이의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기가 발견되어 신탁이 

지급불능임이 명확해졌을 때 뉴욕주의 수 천 기업들이 높고 종종 관리 불가능한 비용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지사의 개혁으로 자가보험 고용주들이 그들의 채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채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 근로자들을근로자들을근로자들을근로자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급여급여급여급여 증대증대증대증대: 주지사의 개혁은 주의 가장 취약한 부상 근로자를 돕기 위해 

최소 급여를 $100에서 $150로 늘렸습니다. 

 

그 외에 이번 여름에 산재보험위원회는 전국 표준을 사용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부상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로써 종이 취급 비용이 삭감되고 시스템 감독이 크게 

개선되며 급여가 부상 근로자에게 적시에 지급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개혁으로 뉴욕주는 전자 

작성 프로세스를 개혁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변화의 공격적 의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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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 개혁개혁개혁개혁: 청구자들을청구자들을청구자들을청구자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급여율은급여율은급여율은급여율은 늘리면서도늘리면서도늘리면서도늘리면서도 고용주들은고용주들은고용주들은고용주들은 4억억억억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절약절약절약절약 

 

주의 실업보험 제도의 제정된 개혁: 

• 고용주들을고용주들을고용주들을고용주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상당한상당한상당한상당한 이자이자이자이자 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 절약절약절약절약: 개혁의 결과로 고용주들은 계획보다 2년 일찍 

2016년까지 연방정부에 35억 달러 부채를 완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이 2억 달러 

줄어들 것입니다.  

• 신탁신탁신탁신탁 기금기금기금기금 지급능력을지급능력을지급능력을지급능력을 확보하기확보하기확보하기확보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신규신규신규신규 조치조치조치조치: 고용주들은 안정화된 UI Trust Fund로 

전에 없던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고 뉴욕주는 장래에 청구액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해야 할 

위험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 강력한강력한강력한강력한 사기사기사기사기 방지방지방지방지 조치조치조치조치: 개혁은 전국적으로 인정된 뉴욕주의 UI 사기 방지 조치를 개선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사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청구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개혁은 또한 비행으로 해고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들의 미래의 

청구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증대할 것입니다. 

• 실업자들이실업자들이실업자들이실업자들이 더욱더욱더욱더욱 빨리빨리빨리빨리 직장에직장에직장에직장에 복귀하도록복귀하도록복귀하도록복귀하도록 지원지원지원지원: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부는 청구자가 

일자리를 더 속히 찾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직장 검색 규제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제는 새로운 전자식 직장 검색 도구의 사용, 주간 고용주 접촉 목표 설정 및 청구자가 

자신의 진보를 추적하기 위한 증빙 서류 유지를 포함할 것입니다. 

• 실업실업실업실업 근로자를근로자를근로자를근로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최소최소최소최소 및및및및 최대최대최대최대 급여율급여율급여율급여율 증대증대증대증대: 실업자가 되어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 주급이 2014년 10월부터 $405에서 $420로 증가하고 추가 증가가 계속되며 주의 평균 

주 임금의 50%에 연계됨을 볼 것입니다. 최소 주 급여는 $64에서 $100로 인상될 것입니다. 

급여는 199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보험의 개혁으로 고용주들에게 예상되는 절약액은 지역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예상예상예상예상 절약액절약액절약액절약액 

주도 $21,000,000.00 

중부 뉴욕주 $16,000,000.00 

Finger Lakes $24,000,000.00 

Hudson Valley  $41,000,000.00 

Long Island $60,000,000.00 

Mohawk Valley $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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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83,000,000.00 

North Country $6,000,000.00 

Southern Tier $11,000,000.00 

서부 뉴욕주 $30,000,000.0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체전체전체전체 $400,000,000.00 

 

 

노동부 커미셔너인 Peter M. Rive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성공을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개혁 조치는 

우리의 기존 프로그램들과 맞물려 고용 사기를 격퇴하고 우리 주 전역의 기업들을 위해 활동의 

장을 평평하게 고를 것입니다.” 

 

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Inc.의 사장 겸 CEO인 Heather Briccet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가 제안하고 주 의회가 제정한 개혁들은 제도에 절실히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실업보험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더욱 명료한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연방 실업보험 부채 35억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주의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를 

장기 지급능력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지급능력 회복으로 주정부가 미래에 연방 

신탁 기금으로부터 차용해야 할 가능성은 줄면서 실업자의 보험 급여는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산재보험 제도를 고치고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자가보험 단체신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규제 개혁을 지속하려는 위원회의 집념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AFL-CIO의 회장인 Mario Cilen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실업보험 

법안을 만들고 금년 예산에서 제정되도록 하신 Cuomo 지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수급자들의 

경이적인 40%가 영향을 받는 몹시 부적당한 급여 상한선이 14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연동이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보험급여는 임금 대체 면에서 현재의 전국 꼴찌 

지위로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소 보험급여를 56% 인상함으로써 저임금 

소득자들은 이미 위태로운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오래 지체된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도의 이 

현대화는 실업 근로자들이 가족의 기본 니즈를 해결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에 재해보험 

최소 급여 50% 인상을 포함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입법화한 Cuomo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6년만의 

처음 조정인 이 인상은 직장에서 부상한 근로자들이 수지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 및 실업보험 최저 급여 인상으로 뉴욕주는 저임금 소득자들이 매일 직면하는 곤경을 

인식하는 데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Korean 

Unshackle Upstate의 집행이사인 Brian Samp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실업보험 제도를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저렴하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하게 만들 전향적 변경을 

입법화하도록 여러 해 동안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도에 균형을 맞추고 고용주들의 

비용을 낮출 계획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주지사와 그의 스탭들의 리더십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점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이 이제 그들의 주 지급금 증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그들의 비용을 낮추고 일관되게 그들을 불공정하게 취급한 정부 제도에 

공평성을 가져옴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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