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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새로운 온라인 대시보드 운영 시작 발표  

실업률 데이터 접근성 확대  

  

지방 실업 통계 대시보드는 여기이며 월간 및 연간 취업 및 실업률 데이터 제공  

  

실업 보험 대시보드는 여기이며 주간 실업 보험 청구 및 수당 정보 포함  

  

새로운 대시보드는 데이터 투명성,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 등을 반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 주민의 실업률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두 

개의 인터랙티브 온라인 대시보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지역 실업 

통계(Local Area Unemployment Statistics) 대시보드는 뉴욕주와 미국 노동 

통계국(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함께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월간 

및 연간 실업, 취업, 노동력, 실업률 데이터를 뉴욕주, 메트로폴리탄 지역, 카운티, 인력 

투자 지역, 최소 25,000명 규모의 지자체 등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대시보드는 지역, 산업, 프로그램 별 지급된 수당, 

수혜자, 최초 청구 등에 대한 주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UI 대시보드는 뉴욕주의 10개 

노동 시장 지역을 비롯해 뉴욕에서 고용된 뉴욕주 이외 주민 또는 뉴욕 UI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overnor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투명성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정부의 활동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과정을 간소화하고 뉴욕 주민들은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역할에 대해 뉴욕 주민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뉴욕 주민은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 결정자, 산업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가 수혜를 받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예상치를 통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예산 절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 산업, 연구자, 언론, 기타 등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 노동 시장 조건을 

평가하고 지역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local-area-unemployment-statistic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bii32wezvtDTHE%2Bb6ST7twXAfTovxXwX4dEa%2Bhphg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unemployment-insurance-data&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luy495XIASA1D29BgCkGj25KWq62ujnGc78LDIUM%2F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local-area-unemployment-statistic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bii32wezvtDTHE%2Bb6ST7twXAfTovxXwX4dEa%2Bhphg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local-area-unemployment-statistic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bii32wezvtDTHE%2Bb6ST7twXAfTovxXwX4dEa%2Bhphg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unemployment-insurance-data&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luy495XIASA1D29BgCkGj25KWq62ujnGc78LDIUM%2F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unemployment-insurance-data&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luy495XIASA1D29BgCkGj25KWq62ujnGc78LDIUM%2F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new-york-state-geography&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JKH4y7UM2xYleKV8ysgotRby1heCmd5ij4rV%2BDoprI%3D&reserved=0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데이터 대시보드는 투명성 증대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주, 지방, 

연방 정부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들이 노동 시장 조건과 

관련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뉴욕주를 미래로 

인도하며, 기술 혁신이 어떻게 뉴욕주의 발전을 이끌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대시보드는 뉴욕주 노동부의 시스템과 절차를 현대화하고 부서 전반의 데이터 

투명성을 증대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3월 

Hochul 주지사는 현재 취업 통계(Current Employment Statistics)와 직업별 취업 및 임금 

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대시보드를 공개하여 뉴욕 주민이 

취업 정보 및 데이터 추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월 주지사는 NYSDOL가 

4개년 기술 실행 계획(Technology Implementation Plan)이 절반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은 고객 문의의 100%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가갔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current-employment-statistics-0&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B3%2FXBDQRR1mv3cXidOhy%2BBfHhqMGl6o8WefUg8pYd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occupational-wages-0&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yQYlvGRNFu5CxdEFdBMfxSPLm77FuVQYCfursbAbq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occupational-wages-0&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yQYlvGRNFu5CxdEFdBMfxSPLm77FuVQYCfursbAbq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kathy-hochul-announces-modernization-milestone-new-york-state-department-labor&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s5Z0X54srnEQczJtiA5EuCI2CZNKJUsfP0P5TjuJs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777a5eb423104246bf0808da6bdb02c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088566536100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zQojG6qA35AMzRBNLdFfZW6b3578TwrZ8VHQOKcPZA%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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