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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뉴욕 주민들이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를 발표  

  

 구글닷오알지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뉴욕 

주민의 잠재적 혜택을 파악하는 절차를 간소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뉴욕 주민이 혜택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구글닷오알지(Google.org)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사용자 친화적인 사회보장서비스 검색 응용 

프로그램은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익숙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개인을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전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한 

적이 없는 가족과 개인을 포함하여 뉴욕에서 사회 복지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를 

일으켰습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결과인 이 새로운 웹 응용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에게 사용자 친화적이고 낙인 없는 자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도움과 구호를 얻도록 

합니다."  

  

"서비스 찾기(Find Services)"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이 쉬운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은 각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가장 잘 설계된 가능한 서비스 분야로 좁히는 일련의 간단한 질문을 

표시합니다. 질문에 답한 후, 사용자는 잠재적 서비스의 순위 목록과 함께 주민들이 

서비스가 적합한지 판단하고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과 함께 

제공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뉴욕주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TS) 및 뉴욕의 사회보장 서비스 프로그램 다수를 감독하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주지사의 코로나19 기술 

스와트팀(COVID-19 Tech SWAT Team)을 지원하는 10명의 풀타임 자원봉사 

구글닷오알지 직원들의 6개월 협력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독특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선도적인 기술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창립 이래로 약 400만 

명의 뉴욕 주민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앱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는 오픈 소스이며 다른 

정부 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합니다.  

  

http://findservices.ny.gov/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gress-technology-swat-partnership-assisting-new-yorkers-during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gress-technology-swat-partnership-assisting-new-yorkers-during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1fabfe1-fdc2195c-a1f846d4-000babd9fa3f-8cb750ba9f6d3034&q=1&e=74ae0699-18ad-464f-ae35-68bbce122141&u=https%3A%2F%2Fgithub.com%2Fny%2Ffindservices


 

 

3주간의 애플리케이션 파일럿 기간 동안 1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주정부는 분석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중요한 정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여 뉴욕 주민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것입니다.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 임시 최고 정보 책임자 및 이사 Jeremy Gold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지도 하에 코로나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함 및 회복력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공공심이 있는 

기술자로부터 전례 없는 지원을 받아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원을 

환영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팀과 함께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뉴욕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글로벌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업무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 뉴욕 주민은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포함한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과 가족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은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익힐 

수 있는 낙인 없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대합니다."  

  

구글닷오알지 회장 Jacquelline Ful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글닷오알지 펠로우들은 뉴욕 주민들이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00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들여, 이 팀은 구글의 기술적 전문성과 뉴욕주의 확고한 리더십을 결합하여 출발점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년 동안 뉴욕을 근거지로 

삼았으며, Cuomo 주지사 및 기술 스와트팀 구성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Cuomo 주지사는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에 기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도전을 해결하고, 뉴욕주의 

조정되고, 결정적이며, 빠르게 진화하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권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은 

주지사의 사무실 및 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와 협력하여 

고도로 훈련된 시민 의식을 가진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90일간의 집중 분투 기간에 뉴욕의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코로나19 기술 '스와트'팀 은 진행 중인 반응 중에 주 기관의 운영, 분석, 의사소통, 

기타 중요 필요를 지원했습니다. 이 팀은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의 내부 정부 팀, 

뉴욕주 디지털 서비스팀(New York State Digital Service Team) 및 주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는 21개의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covid-19-technology-swat-team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추가 19개의 프로젝트가 무료로 완료되어 총 

25,000시간의 자원봉사 지원을 제공하고 납세자의 비용을 약 1,400만 달러 

절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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