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9/11 응급 의료요원, 자원 봉사자, 근로자에게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  

  

주지사, 뉴욕시에서 열린 제7회 연례 9/11 오토바이 탑승(7th Annual 9/11 Motorcycle 

Ride) 행사에서 여섯 개 법안에 서명  

  

뉴욕, 9/11 추모지(9/11 Memorial Glade)의 자본 비용을 전면 지원하기 위해 180만 달러 

추가 제공  

  

주지사는 뉴욕 경찰(NYPD) 형사인 Luis Alvarez 형사와 9/11 희생자 보상 기금(9/11 

Victim Compensation Fund)을 영구화하기 위해 투쟁한 응급 의료요원에게 사후에 

수여되는 공공 서비스 메달(Public Service Medal) 수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현장에서 9/11 

구조, 복구, 정화 활동을 수행한 영웅적인 행동의 결과로 병가를 얻을 자격이 되는 건강 

상태에 있는 응급 의료요원, 공공 부문 간부 및 직원이 누릴 자격이 충분한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이 9/11 

추모지(9/11 Memorial Glade)의 자본 비용을 전면 지원하기 위해 18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뉴욕 경찰(NYPD) 형사인 Luis 

Alvarez 형사를 비롯해, 9/11 피해자 보상 기금(9/11 Victim Compensation Fund) 

영구화를 위해 투쟁한 9/11 응급 의료요원에게 사후 공공 서비스 메달(Public Service 

Medal)을 수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은 18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9/11은 

일상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기리고, 기억하며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9/11 사태에 도움을 주기위해 나타난 100,000 명의 용감한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돌보아준 것처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영웅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가족을 존중하며, 그들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진 빚을 갚을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응급 의료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비극적인 날에 뉴욕 주민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이타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여파의 최전선에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현장에서의 용감한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에 굴복한 개인이 

필요한 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그들의 헌신과 헌신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공헌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열린 제7회 연례 9/11 오토바이 탑승(7th Annual 9/11 Motorcycle Ride) 

행사에서 주지사는 여섯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S.5890-A/A.7819-A는 뉴욕시 바깥에 위치한 공공관청과 지방 

자치단체들이 직원들에게 부여된 의무 병가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이 병가 청구를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휴가 동안 직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주 및 지방 정부에 의한 청구 처리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검토 및 

감독을 수립합니다.  

• S.1966-A/A.3593-A를 통해, 장애 연금을 신청하는 뉴욕시 직원 퇴직 

제도(New York City Employee Retirement System, NYCERS) 구성원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뉴욕시 

직원 퇴직 제도(NYCERS)는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관련 

장애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 풀을 확보하여 

9/11 응급 의료요원에 대한 장기간의 장애 연금 지급 지연 및 거부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S.6313/A.7892에 따라 가족 사망 후 사고 사망 혜택 신청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 및 지방 퇴직 제도(New York State and 

Local Retirement Syste) 또는 뉴욕주 및 지방 경찰 및 소방관 퇴직 

제도(New York State and Local Police and Fire Retirement System) 

구성원의가족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S.5898-D/A.8278-C는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장애 혜택의 

복리후생을 교원 퇴직 제도(Teacher's Retirement System)과 주 및 지방 

직원 퇴직 제도(State and Loc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3, 4 

등급의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구조, 복구 또는 정리 작업의 특정 참가자에게 

최종 평균 급여 장애 퇴직 급여와 3/4 장애 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 S.5246-A/A.7716-A에 따라 특정 암 또는 흑색종 진단을 받은 뉴욕시 

소방서의 퇴직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추정합니다. 이 



 

 

법안은 5년 조회 기간을 설정하므로 퇴직자가 장애 복리후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 S.4166-A/A.1801-B에 따라 9/11 추모일(September 11th Remembrance 

Day)을 만들고, 매년 9월 11일 뉴욕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하며 짧은 묵념을 갖게 됩니다. 주지사는 9월 9일 이 법안에 서명했고, 

오늘 서명 의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이 9/11 추모지(9/11 Memorial Glade)에 18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다. 9/11 추모지(9/11 Memorial Glade)는 9/11의 여파로 병에 

걸리거나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구조, 복구, 구호대원을 비롯해 넓은 로어 맨하튼 

지역의 생존자 및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희생을 기리는 방법입니다. 주정부는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항만청(Port Authority) 기금에서 500,000 달러를 제공 했으며, 추가적인 

180 만 달러는 추모지 건설과 관련된 자본 비용을 전면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건강이 9/11 응급 의료요원, 구조 및 복구 요원, 

생존자들이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하여 생기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질환을 강조하기 

위해 주 전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환자를 식별, 평가, 치료 

및 추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질병 통제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세계무역센터 보건 프로그램(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으로 인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9/11 오토바이 탑승 행사 중 주지사는  뉴욕 경찰(NYPD) 형사인 Luis Alvarez 

형사를 비롯해, 9/11 피해자 보상 기금(9/11 Victim Compensation Fund) 영구화를 위해 

투쟁한 9/11 응급 의료요원에게 사후 공공 서비스 메달(Public Service Medal)을 

수여했습니다. 2019년6월 11일 Alvarez 형사는 수십 명의 9/11 응급 의료요원들과 

합류하여 의회에서 증언하고 경찰, 소방관 및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작업한기타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9/11 피해자 보상 기금(9/11 Victim Compensation 

Fund)에 대한 의회의 전면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Alvarez는 2019년 6월 22일 53세의 

나이에 대장암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병을 얻게 된 것은 건물이 무너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개월간희생자를 위해 옥상을 찾아헤메며 "버킷 릴레이의 줄"에서 

뉴욕 경찰(NYPD)와 뉴욕 소방관(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 동교들의 

유골을 회수하려고  형제들의 유적을 회수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Alvarez 형사의 

메달은 그의 아내 Alaine Parker Alvarez 와 그의 아들 Tyler가 수상했습니다.  

  

Andrew Gounarde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9/11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걸었던 응급 

의료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9/11 영웅 

법안(Heroes Bills)의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그 끔찍한 날에 동료 뉴욕 주민들을 위해 

https://health.ny.gov/environmental/investigations/wtc/health_studies/docs/2019-09-11_health_information_message.pdf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그들에게 진 빚 갚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그 날 직무를 수행하고 이후 

수 년 동안 동료 응급 의료요원들을 위해 투쟁한 모든 응급 의료요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Jim Gaughr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 11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용감한 응급 의료요원들이 제복을 입지 않고 

복구과 청소 노력을 돕기 위해 그라운드 제로 (Ground Zero)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그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절실하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응급 의료요원은 정식 응급 의료요원과 같은 일을 수행했으며, 정리 

기간 중 수 개월을 함께 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보호 및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법안 서명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바로 잡고, 우리의 영웅들이 누릴 자격이 충분한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Joseph P. Addabbo,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9/11 추모 법안을 

승인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새로운 법안을 통해 9/11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미국 최대의 구조 작전이 

진행되었던 이 비극적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Stacey Pheffer Amat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은 뉴욕시와 뉴욕주, 그리고 미국 전체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손실은 우리 위대한 주와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우리의 

영웅과 그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서던 퀸즈와 

로커웨이는 9/11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용감하고 이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쉼없이 작업을 

수행해주신 응급 의료의원, 조합 및 지지단체에 감사드리며, 특히 법안에 서명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Peter J. Abbat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래로 저는 

연방, 시 및 주 행정부와 협력하여 그날 사망한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수개월 동안 근무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정부의 각 지부가 그 날과 

그 후 몇 달간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법안은 주 및 연방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생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우리 상호간의 약속을 보여줄 

것입니다."  

  

David I. Wepr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공무원들이 

9/11의 비극에 대처하여, 뉴욕 주민드을 좁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누릴 자격이 충분한 장애 수당의 75 퍼센트를 전부 제공하여, 

18년전 우리를 보살펴 주었 것처럼 우리 주정부가 이 노동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9/11 사태의 희생자들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우리 역사에서 악명 높은 날에 

생명을 살리는 법안에 서명해 주신 것에 대해 Andrew M.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Karines Ry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응급 의료요원는 실제 

존재하는 슈퍼히어로지만 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퇴직 후, 직업과 연관있는 암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에 대한  5년 조회 법안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은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서 직원들이 가장 

필요할 때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린 전시에서는 오늘 뉴욕 주립 박물관(New York State 

Museum) 9/11 컬렉션의 몇몇 유물이 선을 보였습니다. 주립 박물관(State Museum)은 

2001년 9월 11일의 공격 이후 뉴욕에서 수집 및 보존 유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시품에는 항만 경찰청(Port Authority Police Department) 지프 트럭, 뉴욕 

경찰(NYPD) 차량 및 뉴욕 소방서(FDNY) 차량의 문, 뉴욕 소방서(FDNY) 엔진 6에 달려 

있던 미국 국기,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의 알루미늄 외관 조각 등이 

있습니다. 모든 유물은 9월 11일 발생 후 수 개월에 걸쳐 수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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