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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청소 작업을 위해 5,000명이 넘는 뉴욕 실업자에게 2,700만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쏟겠다고 발표하다 

이 보조금으로 뉴욕의 여러 지역에서 젊은이들과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허리케인 Sandy 청소 활동을 
돕게 될 것이다 

 
Andrew M. Cuomo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2,700만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보조금으로 5,000여명의 뉴욕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아직까지 허리케인 Sandy로 
복구 중인 지역들의 청소 작업을 돕는 데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National Emergency Grant에서 제공하는 이 보조금은 폭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제공되며, 이들 
지역은 젊은이들과 실업자들을 신속하게 고용하여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Sullivan, Ulster, Westchester를 포함한 피해 카운티 지역의 청소 
작업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뉴욕주 노동부는 각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 
구역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가 허리케인 Sandy로 엄청난 피해를 겪은 이후 복구와 청소 작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이 
어마어마한 작업은 뉴욕의 젊은이들과 실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사는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젊은이들과 실업자들에게 폭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청소하고 재건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무 경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업무 경험과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FEMA 직원들을 뉴욕 주민들로 교체하는 지역 고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주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뉴욕 주민을 700명 이상 고용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복구를 도울 수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뉴욕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재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연방조정담당관(Federal Coordinating Officer)인 Michael F. Byrne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을 부여 받은 직원들을 유치하게 된다면 복구 작업이 더 확실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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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신청 
 
노동부는 현지 커뮤니티를 도와 근로자를 파악하고 고용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지원 받는 
일자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1-888-4-NYSDOL(1-888-469-7365)로 노동부에 연락하거나  
www.labor.ny.gov/sandyjobs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 재난 복구 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 또는 원스톱직업센터(One-Stop Career Center)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 일자리는 실업 상태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되면 장단기 프로젝트에 시간 당 약 
15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복구 작업에는 재난 구역으로 선포된 90개 카운티에 속한 공공구조물과 
재산의 청소 및 수리 작업이 포함됩니다. 
 
복리후생 및 현장 경험 제공 외에도 각 근로자는 다음 구직 활동 시 지원도 받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젊은이들은 주지사의 뉴욕 청소년 일자리(New York Youth Works) 프로그램에서 인증도 받을 
것입니다. 
 
FEMA 일자리 
 
FEMA에 구직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Jobs Express 웹사이트 
http://www.labor.ny.gov/jobs/regional.shtm를 방문하십시오.  
 
재난 지역에 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CRS(Community Relations Specialists)부터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풀타임 일자리부터 임시직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 
 
Cuomo 주지사는 노동부에 재난 피해 지역의 현지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일손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청소 및 복구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지 공무원들도  
sandyprojects@labor.ny.gov에 이메일을 보내 노동부에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지역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피해 지역에 마련된 재취업 서비스 및 원스톱 경력 센터와 함께 뉴욕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 이후 폭풍과 
관련해 발생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는 거의 50,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labor.ny.gov/sandyjobs
http://www.labor.ny.gov/jobs/regional.shtm
mailto:sandyprojects@labor.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