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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9/11 20 주년을 맞아 9/11 및 통신구급대원을 지원하기 위한 3 개 법안에
서명

법안(S.4961-B/A.6384-A), 세계무역센터 구조에 참여한 구급대원을 정의하는 기준 확대
법안(S.7009/A.6934-A), 퇴직제도 가입자가 세계무역기구 구조에 참여했다는 통지문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법안(S.7121/A.7366-A), '통신 최초 대응자'를 '공공안전구급대원, 구급대원, 비상
교환원, 비상 불만제기 교환원 및 응급 서비스 전화교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정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9/11 20 주년을 맞아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정화 작업에
참여한 모든 구급대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 건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WTC 구급대원 정의 기준을 확대하고 퇴직제도 가입자가
WTC 구조, 복구, 정화 작업에 참여했다는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WTC 구급대원이 보다 쉽게 WTC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 날의 20 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잃은 사람들, 세계무역센터 구조와 복구, 정화에 참여했던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이 법률은 그 끔찍한 날 세계무역센터에 있었던
구급대원들과 그 후 몇 주 동안 현장을 청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비상구급대와 통신요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 구급대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9.11 법안
세계무역센터 구조에 참여한 구급대원을 정의하는 기준 확대
이 법안(S.4961-B/A.6384-A) 은 세계무역기구 구조에 참여한 대원에 대한 정의를
확장합니다. "대원"이라는 용어는 직원이 당시 시스템 참여자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공적 퇴직제도 가입자인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해당 직원은 그 이후로
퇴직제도의 참여자가 되었어야 했고 일부 또는 전체 자격 기간 동안 서비스 크레딧을
구입했어야 합니다.

Andrew Gournarde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탑이 무너진 지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만에 수천명의 공무원들을 세계무역센터에 파견되어 구조와 복구, 정화 등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영웅적인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이
흐른 지금, 많은 이들이 9/11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9/11 장해급여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퇴직제도의 일부가 아닌 근로자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명백한 허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막고 나중에 퇴직 제도 가입자가
된 구급되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했던 영웅들이 받은 동일한 장애 수당을
여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가 발의한 법안 S4961 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eter Abbat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공격 20 주년을 주모하면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 정화 작업 동안 자격 서비스에 채용되었던 모든 구급대원들이
다른 대원들이 받고 있는 동일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Hochul 주지사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AFL-CIO Mario Cilento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9/11 테러 공격 전후
세계무역센터에서 구조와 복구, 정화 작업에 관여했던 모든 대원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너무 많은 이타적인 영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동일한
존경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토록 긴 투쟁이었다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Hochul 주지사는 우리의 9/11
영웅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다른 많은 행동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헌신에 감사하고
9.11 구급대원들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고를 보내 주신 Abbate 하원의원님, Gounardes
상원의원님, 상원과 의회의 민주당 주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WTC 수당 신청 시 접근성 향상
이 법안(S.7009-A/A.6934-A)은 WTC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제도와 함께 "WTC 참여
통지"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옵션을 만듭니다. 이 법안은 시스템이 서면 명세서가
아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전자제출된 'WTC 참여 통보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고지서를 가입자의 퇴직제도로 전자화해 구조, 복구, 정화 작업 등에
참여한 누구나 세계무역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WTC 참여 통지서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Diane Sav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침울한 9/11 20 주년을 맞아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고 이 중요한 법안을 법률로 제정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입자가 안전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WTC 참여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세계무역센터 공격에 대한 구조, 복구, 대응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의 상식적 활용에 불과합니다.

Peter Abbat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무역 센터의 퇴직제도에 대한 참여
통지서를 전바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안을 후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간소화된 시스템은 정당하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격이 있는 개인들의 더
많은 시기적절한 청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원을 아끼지 않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화상담원을 포함하도록 구급대원의 정의 확장
이 법안(S.7121/A.7366-A) 은 '통신 응급 대응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해당 응급
대응자의 고용주에게 "통신에서 해당 응급 대응자의 지식, 기술 및 숙련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9/11 전화상담원과 다른
이들이 응급 대응자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John Brook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비상 교환원과 전화교환원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필수 응급 구조대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거부하는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한 지 오래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공공 안전 전화상담원,
구급대원, 비상 교환원, 비상 불만제기 교환원 및 응급 서비스 전화상담원은 모두
구급대원이며,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뉴욕주의 안전과 복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구급대원으로서, 이 중요한 법안을 법으로 제정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eter Abbat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며,
응급서비스의 우수성을 규정하고 이러한 훌륭한 공직자들에 대한 뉴욕시의 존경을
보여주는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응급 전화 상담원은 위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최초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창구이며 이 법안에서 허용하는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고 '통신의 최초 대응자'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Local 1549 사무관리 직원이자 사장인 Eddie Rodriquez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ocal
1549 는 통신의 최초 대응자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은 행정부가 911 교환원의 가치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헌신적인 업무 생활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치가 있으며,
이직률이 적고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서명은 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이 하는
영웅적인 일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Suffolk AME 의 Daniel C. Levler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교환원과
전화상담원이 하루 24 시간, 주 7 일 응급상황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근로자들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종종 삶과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빠른 사고, 상담, 그리고 지도 방법에 대해
훈련합니다. 바로 최근, 서퍽(Suffolk) 911 교환원은 열대 폭풍 아이다(Ida)가 발생했을 때
퀸즈(Queens)에 있는 가족들이 지하실에 갇힌 친척들의 911 전화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퍽(Suffolk) 카운티 구급대원 300 명을 대신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밀린 법안에 서명해주고 처음으로 교환원에게 구급대원 지위를 부여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재경보 전화상담원 자선 협회(Fire Alarm Dispatchers Benevolent Association,
FDNY)의 Faye Smith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의 긴급 전화상담원 및 통신
요원이 수행하는 중요한 인명 구조 업무를 인정하는 이 법안을 서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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