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기관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 정부 폐쇄로 일시 해고된 직원들을 

도울 것 지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에 실업자 보험 혜택을 받으려 하는 직원들의 

신청서를 빨리 처리하고 콜센터 시간을 연장하라고 지시  

  

일시 해고된 직원 및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을 통해 임대료, 식료품비, 공과금을 위한 공공 지원 

혜택 받을 가능성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기관에 연방 정부 폐쇄로 영향을 받는 연방 

직원들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폐쇄는 현재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 

기록을 초과합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실업자 보험 

혜택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강화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으며 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신청하고 공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혐오를 조장하고 퇴보하는 정치 

어젠다를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임금과 생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비양심적입니다. 연방 행정부가 직원들을 짓밟을 때 뉴욕주는 앞장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뉴욕에서 일시 해고된 연방 직원들이 

즉각적이고 특별한 일대일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여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필요한 필수 

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유지 및 기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 정부 폐쇄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역사상 가장 긴 폐쇄로 영향을 받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 기관은 

연방 정부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 동안 주민들이 필요한 원조, 혜택, 지원을 할 것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실업자 보험 신청서 처리를 가속화하고 콜센터 시간을 

연장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연방 

연합과 함께 작업하여 일원들이 이러한 혜택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일시 해고된 일부 연방 직원 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일하는 직원들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울 긴급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구도 수입 상실로 인해 당장 사용할 자원이 없는 경우 임대료나 식료품비를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도움을 받고 싶거나 자신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경우 

https://otda.ny.gov/programs/apply/를 방문하거나 지역 사회 서비스부 또는 뉴욕시 

일자리 센터(New York City Job Center)를 방문하십시오.  

  

연방 정부 폐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뉴욕 주민인 경우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를 통해 실업자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거나 혜택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1-888-209-8124로 전화해주십시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전문가와 상담하면 필요한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콜센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노동부(DOL)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labor.ny.gov/ui/how_to_file_claim.shtm.  

  

임시 또는 파트타임 직업 기회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본인 지역의 노동부 경력 

센터(Department of Labor Career Centers)를 방문하거나 1-888-469-7365로 

전화해주십시오. 웹사이트 www.labor.ny.gov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Roberta Reardon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폐쇄는 연방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운 좋게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들을 도울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정부 직원들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락해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Samuel D. Roberts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직원들은 계속되는 정부 폐쇄로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강제 무급으로 일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직원이 지역 사회 서비스부에 연락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14일,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혜택의 

수령자 대부분은 연방 정부 폐쇄 때문에 2월의 전체 혜택을 일찍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수령자는 1월 17일 목요일까지 

2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은 또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수령자에게 연방 정부 폐쇄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혜택을 일찍 받아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https://otda.ny.gov/programs/apply/
http://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
https://www1.nyc.gov/site/hra/locations/job-locations.page
https://www1.nyc.gov/site/hra/locations/job-locations.page
https://labor.ny.gov/ui/how_to_file_claim.shtm
http://www.labor.ny.gov/
https://otda.ny.gov/news/2019/2019-01-14.asp?mc_cid=d06d407a17&mc_eid=680b1b03fc&fbclid=IwAR0tEDkaSgYYnWj7Q8sIhsICt1ubYSbVAhILOIIVaNUMXVKUWa_EtNZIeuo


 

 

또한,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오늘 뉴욕의 주요 전기 

및 가스 시설이 연방 정부 폐쇄로 인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고객을 위해 

특별한 징수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의 주요 공익사업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연방 직원들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폐쇄로 인해 에너지 

고지서를 지불하기 어려우므로 폐쇄 기간 동안 및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까지 이러한 

규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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