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3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해고를 앞둔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규제 도입 발표  

  

새로운 WARN법에 따라 기업은 간략하고 신속한 과정을 통해 해고 통보 가능  

  

NYSDOL 규제 강화로 기업에 적용되는 WARN 의무 조항을 분명하게 전달  

  

뉴욕주 노동부가 4년 동안 진행한 기술실행계획의 일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근로자 조정유지법 포털(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Portal)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털은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의 다개년 기술 

현대화 계획의 성과입니다. 온라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신속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NYSDOL은 근로자 

해고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신규 취업 및 훈련 기회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의 근로자 조정유지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WARN) 규제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근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뉴욕주 WARN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WARN법 포털 출범과 WARN법 규제 

변경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뉴욕 주민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노동부의 시스템 개선 및 규제 변경을 통해, 제 행정부는 21세기형 

조치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며 취업을 원하는 뉴욕 주민들이 

더욱 유용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자 경험 개선은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개선을 통해 기업은 직원들에게 폐업과 해고 등에 대한 사전 통보를 줄 

수 있습니다. 조기 통보로 직원들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수당 수령 

기간이 짧아지고 따라서 해고와 관련된 기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직원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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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Ricardo.Pelaez%40otda.ny.gov%7C344f906afbf643e7e93d08db23c401e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309711796529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c9G6SJo8Hs%2BJlcDi1oAYTl9uIWurwKXZ3h79KlmJJw%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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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법 포털 개선을 통해 기업은 실시간으로 NYSDOL에 직접 서류 제출, 대상 직원 

목록 공유, 기타 주요 정보 공유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업이 

조치 대상 직원에게 직장을 옮길 수 있길 기회를 찾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인력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등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WARN법 통지가 제출되면, NYSDOL의 노동취업 

솔루션국(Division of Workforce and Employment Solutions)은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기업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 대상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 또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해당 포털은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WARN법에 따라, 전일제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부문 기업은 

폐업, 대량 해고, 기타 이전 및 근로 시간 변경 등을 시행하기 90일 전 WARN 통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NYSDOL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WARN법 통지 접수가 2019년 근로자 27,858명에 

대한 430건에서 2020년 근로자 240,001명에 대한 2,170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규제 강화는 원격 근로에 대한 WARN법 준수 여부의 영향력을 분명히 밝히고 

기업들이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명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규제 

제안안에 대한 의견 접수가 현재 진행 중이며, 뉴욕 

주민들은 regulations@labor.ny.gov로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WARN법 포털은 NYSDOL이 4년 동안 진행한 전략적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화량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뉴욕 주민이 즉시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NYSDOL은 현재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 및 실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정 고객 신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봇을 활용한 단일 채널 연락 센터.  

• 신속 처리가 가능한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신고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NYSDOL 훈련 관련 인트라넷 개편.  

• 노후화된 UI 메인프레임 교체를 위한 현대적이고 새로운 시스템.  

• 고객 참여를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모델 수립.  

  

WARN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NYSDOL의 WARN 팩트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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