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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9월 18일 

 
CUOMO 주지사 장기 실직자 취업을 돕기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장기 실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직업을 찾는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 장기 실직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에 6백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배부할 것이며, 실직률이 높은 지역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동 대응팀을 
배치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장기 실직자 취업 보조 노력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6백만 달러 보조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뉴요커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주의 
경제를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노력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NY Works 프로젝트들이 주 전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지금 
이 이니셔티브는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실직자들에게 성공적인 경력 착수 기회를 제공하는 
과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6백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급료 보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노동국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에게 지역 인력 개발 기관들과 협력하여 주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가용한 연방 훈련 자금을 촉진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주 행정부는 과거에 
이러한 보조금을 이용하여 장기 실직 근로자들을 고용한 바 있는 회사들과 제휴하여 이러한 
종류의 자금이 일자리를 창출한 입증된 실적을 홍보할 것입니다.  
 
이 연방 보조금은 뉴욕주에 제공하는 두번째 “실습 훈련(On-the-Job Training)” 보조금입니다. 
뉴욕주는 작년에 이러한 종류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실직자들의 취업을 보조한 실적으로 인해 
전국적인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직업 복귀(back-to-work)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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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 Rivera 뉴욕주 노동국장은 “장기 실직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요커들을 돕기 위한 
주지사의 다면적인 이니셔티브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입증된 취업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작업은 특히 26주 이상 실직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뉴욕주가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arles Schumer 연방 상원의원은 “실직자의 취업을 돕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 연방 자금은 
바로 그러한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실직자들의 취업을 도운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전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irsten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은 “이러한 연방 자금을 활용하기로 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장기 실직 사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입니다. 의회도 단기 및 장기 실직을 마치 
자체의 상황으로 간주하고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의 책임을 떠 맡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ita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우리는 실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연결해 주는 Cuomo 주지사의 이 
혁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장기간 동안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혁신적 대응책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흔히 장기간의 
실직 상태가 초래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담한 행동 계획과 함께 우리 주는 이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 전국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rolyn McCarthy 연방 하원의원은 “장기 실직자의 증가는 최근의 경제 침체로 인한 결과이며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연방 자금이 장기 실직자의 취업 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Cuomo 주지사가 이러한 자금의 효과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온 
사실에 감사하며,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많은 뉴요커들을 더 많은 일자리들에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im Bishop 연방 하원의원은 “장기 실직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작업이 전국적인 
우선사항이며, 고용주들이 만성적인 실직자들 중에서 숙련된 고용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연방 자금을 강력히 지원합니다. 연방 자원을 활용하여 뉴욕 주민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계획에 갈채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지사의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에서 장기 실직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을 겨냥하는 
이동 재고용 대응팀(mobile response team)을 포함합니다. 이 팀은 도서관, 학교 및 커뮤니티 
센터들에서 하루 또는 이틀간의 작업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7주 이상의 수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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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보험 수혜자들이 초대될 것이며, 모든 뉴요커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기능 부합, 맞춤식 
구인 정보 및 훈련 기회 상담 등의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전문 팀은 도착하기 전에 
노동국(DOL)의 지역 사업체 서비스 대표자들과 함께 연방 보조금 조건에 부응하는 지역내 
사업체들의 구인 상황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동 재고용 대응팀은 뉴욕주의 신속 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을 강화한 것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해고 직원들의 취업을 도와준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이후 신속 
대응팀은 새롭게 해고된 수천명의 뉴요커들과 만나, 그 중 9,800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에, 이동 재고용 대응팀은 다음의 업스테이트 지역들을 방문할 것이며, 장기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소한 25%의 주민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월 초에는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의 여러 회의 장소들이 발표됩니다. 세션은 오전 9:00부터 오후 3:00까지 진행되며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 – St. Lawrence 카운티  
Clarkson University 
8 Clarkson Avenue, Potsdam NY 
 
10월 3일, 수요일 – Montgomery 카운티  
Minden Town Hall 
134 Highway 80, Fort Plain, NY 
 
10월 4 일 , 목요일– Monroe 카운티  
Monroe Community College, Flynn Campus Center 
1000 East Henrietta Road, Rochester, NY 
 
10월 9일, 화요일 – Orleans 카운티  
Genesee Community College, Medina Campus  
11470 Maple Ridge Road, Genesee, NY 
 
10월 12일, 금요일 – Erie 카운티  
Buffalo 카운티 및 Erie 카운티 공립도서관(Public Library)  
1 Lafayette Square, Buffalo, NY  
 
10월 15일, 월요일 – Fulton 카운티  
Johnstown Public Library  
38 South Market Street, Johnstown,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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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목요일 – Albany 카운티  
Zaloga Post 
4 Everett Road Ext., Albany, NY  
 
10월 19일, 금요일 – Westchester 카운티  
New Rochelle Public Library 
1 Library Plaza, New Rochelle, NY  
 
이 이니셔티브에 관심이 있으신 뉴요커들은 
http://www.labor.ny.gov/careerservices/reemploy.shtm을 방문하시거나  (888) 4-NYSDOL (888-469-
7365)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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