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8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의료 종사자 보너스 프로그램 시행  

  

주 예산 13억 달러를 최전선 의료 및 정신 보건 부문의 직원 유지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배정  

  

지원 대상 직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고용주를 위한 온라인 포털 운영 

시작  

  

회계연도 2023 제정 예산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보너스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의료 

종사자 20% 확대 목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의료 및 정신 보건 근로자 보너스(Health Care and Mental 

Hygiene Worker Bonus, HWB) 프로그램 운영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회계연도 2023 

뉴욕주 예산(New York State Budget)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의료 및 정신 

보건 근로자 모집 및 유지를 위한 보너스 지급에 13억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뉴욕주의 보건 근로자 인력을 20% 확대하겠다는 주지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입니다.  

  

보너스는 해당 직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연간 소득이 125,000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지정 기간 중 근무 시간 및 서비스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직원 당 최대 수령액은 3,000 달러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해야 했던 초기 기간을 포함해 

팬데믹 기간 중, 우리 의료 근로자, 응급 대원은 매일 출근해 뉴욕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의료 근로자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기여와 노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너스 프로그램은 그저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부분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을 유지, 재건, 확대하여 뉴욕 주민을 

위한 양질의 진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HWB 지급은 뉴욕주 2022~23 제정 교육, 노동, 가족 지원 의료 및 정신 

보건법(Enacted Education, Labor, Family Assistance Health and Mental Hygiene 

Bill)의 ZZ장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ealth.ny.gov%2Fhealth_care%2Fmedicaid%2Fproviders%2Fhwb_program%2Findex.htm&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efd7fa913e5d45415dc208da755ef0a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134787666438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Z8p2A5y%2FEa6zgGBsYj3SIwZ2dBRG1TJHEuRmGi69P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ealth.ny.gov%2Fhealth_care%2Fmedicaid%2Fproviders%2Fhwb_program%2Findex.htm&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efd7fa913e5d45415dc208da755ef0a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134787666438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Z8p2A5y%2FEa6zgGBsYj3SIwZ2dBRG1TJHEuRmGi69PA%3D&reserved=0


및 정신 위생 근로자의 모집, 유지, 보상 목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Amir Bassiri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New York State Medicaid Program)은 최전선 근로자, 특히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의료 및 정신 위생 근로자 보너스 프로그램은 보상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 평등과 보건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주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은 우리의 의료 인프라의 중추이며, 양질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이러한 보너스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뉴욕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헌신적인 의료 

전문가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이러한 인력을 확보합니다."   

  

HWB 프로그램 적용 대상 고용주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메디케이드 

참여 서비스 제공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시설, 약국, 주정부 공공 보건법(Public Health 

Law)과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과 교육법(Education Law)에 따른 승인을 

취득한 학교 기반 의료 센터를 비롯해 정신위생청(Office of Mental Health), 

고령화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발달장애인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아동가족복지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등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일부 

프로그램 등입니다.  

  

HWB 지급 대상 근로자는 현장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부 최전선 의료 

종사자, 정신 위생사, 전문 치료사, 조무사, 지원 및 보조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연간 소득(모든 보너스 및 추가 수당 포함) 125,000 달러 이하여야 하며, 전일제, 

파트타임, 임시직 모두 수령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정부 공무원 

또한 주정부에서 근무하지 않는 지급 대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너스 프로그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주정부 급여 지급 시스템을 통해 

보너스를 수령합니다.  

  

근로자 보너스는 특정 "수령 기간," 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속 6개월 간 근무 시간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다음 근로자는 보너스 지급 대상입니다.  

·  주간 근로 시간이 최소 20 시간에서 30시간인 경우 보너스 500 달러.  

·  주간 근로 시간이 최소 30 시간에서 35시간인 경우 보너스 1,000 달러.  

·  주간 근로 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너스 1,5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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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근로자는 두 번의 적용 기간에 총 보너스 금액 최대 3,000 달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정지한 적이 있거나 제외되었다면 근로자는 보너스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를 통해 HWB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보너스를 정산한 후 30일 이내에 HWB 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고용주는 온라인 HWB 포털에 계좌를 생성하여 HWB 지급 대상 근로자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은 2022년 8월 3일부터 www.nysworkerbonus.co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근로자 보너스 포털은 10월 교육 부문 고용주를 위해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주는 반드시 현재 eMedNY과 함께 유효한 MMIS ID를 등록하고 

유지하고 있거나 뉴욕주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MMIS ID가 없는 경우 

뉴욕주 재정 시스템(Statewide Financial System, SFS) ID를 인증해야 

합니다. eMedNY가 없는 대상 고용주는 www.emedny.org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Gustavo Rivera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의료 보너스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중 헌신적인 의료 인력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또한 의료 전문가에게 투자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뉴욕으로 유치하겠다는 주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 의료 

전문가에게 투자하여 필수적인 부문이 계속 성장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근로자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의료 및 정신 위생 근로자 

보너스 프로그램은 최전선 근로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 비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Kenneth E. Raske 그레이터 뉴욕 병원 연합(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너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의 

최선전 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밤낮없이 일해준 근로자에게 감사드리며, 세계적 수준의 뉴욕 의료 

시스템을 향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George Gresham 1199SEIU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워커스 이스트(United Health 

Care Workers East)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뉴욕 의료 종사자들이 

보여준 영웅적인 활약은 그저 놀랍다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돌봄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만의 공중 비상 사태,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은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에서 

청소원까지, 전문 기술사에서 주방 직원까지, 모든 의료 영웅들은 생명을 살리는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의료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 주정부 예산을 배정해주신 Hochul 주지사, Heastie 하원 의장, Stewart-

Cousins 상원 여당 대표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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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 연합(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대표인 Bea Grause 

인증 간호사 겸 법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근무해준 의료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주정부가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소식은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의 의료 

근로자를 지원하고 미래 의료 전문가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지사, 

의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장로교(NewYork-Presbyterian)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Steven J. Corwi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와 가족을 

돌본다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영웅이며, 이들의 헌신을 통해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번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전선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 의료 센터 공사(Erie County Medical Center Corporation)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Thomas J. Quatroche J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전선 의료 종사자들은 주 전역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친구, 이웃, 

친척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숭고한 일을 지속했으며, 

때때로는 동료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가장 아픈 환자를 도왔습니다. 최전선 의료 

노동자들이 이타적인 희생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Pat Debenedictus 카세나 케어(Cassena Care)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중 의료 종사자의 노고와 영웅적인 활약에 대한 뉴욕주의 

감사를 보여줍니다."  

  

Doug Wissman 퀸즈 힐사이드 매너(Hillside Manor)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보너스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 지쳤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의료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Simon Pelman 나소 카운티 메도우브룩 케어 센터(Meadowbrook Care Center)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기 돌봄 시설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입니다. 주지사의 지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전선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큰 보상이 필요합니다.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HWB 프로그램 및 온라인 포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거나 HWB 

콜센터(HWB Call Center) 1-866-682-0077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공공 의료 보험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족, 

고령자, 위탁 가정, 임산부,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 약 800만 명에게 종합적인 

이의료 보장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들은 수혜 대항 직원을 보고할 책임 있으며, 정부 부문은 서비스 제공자 연합과 

협력하여 모든 고용주들이 이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eMedNY ListServ 페이지 방문 또는 ListServs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WB 포털 www.NYSWorkerBonus.com 또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또는 고용주 대상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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