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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 공공공공공공공공 지원지원지원지원 "제재제재제재제재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개편개편개편개편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공공 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S.3596/A.4250)은 공공 지원 

대상자가 약화되는 제재가 적용되기 전에 해당 직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새로운 "조정 과정"을 만듭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이것은 공공 지원 대상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굶주리거나 거리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합리적이고 가장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강력한 업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불필요한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사이에서 괄목할만한 균형을 이루는 등 

뉴욕이 선진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후원자와 지지자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헌신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공공 지원 대상자 중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는 뉴욕시민은 기존 "재제 

프로세스"로 인해 6개월 동안 수당 지급에 대하여 자동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 유지로는 부과되는 제재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지 

않고 수혜자가 자동 컴퓨터로 생성된 제재를 받는 "자동 게시"도 포함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이 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청구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공 지원 검증이 중단되는 것 외에도 제재는 수혜자가 더 이상 일자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육아 및 교통 지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자원과 직업이 없다면 많은 저소득 뉴욕시민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굶주림과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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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원 제재 대상 중 대다수는 면밀한 검토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2015년 Office 

of Temporary Disability Assistance에 따르면, 고용 재제 후 청문회에 제출된 21,474건의 

케이스 중 기본 제재에 대한 242건만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존 제재 케이스 

중 90% 이상에 대하여 해당 가정의 가장은 여성입니다.  

 

이 법안은 직업을 잃은 자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자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뉴욕시의 이 체제를 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제재 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담당자가 직접 개별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Diane J. Savino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의 중요성을 

인식한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끈 주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공공 지원을 받는 

개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직업 요구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수당을 계속 받는 데 필요한 지원과 통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eith L.T. Wright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뉴욕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편의를 안겨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위대한 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재는 의뢰자에게 비효율적이고, 납세자에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 

사회 봉사 단체에 큰 부담을 낳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은 직장에서 하루 휴가를 낸 

어머니가 임대료 체납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병든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혜자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 책임 및 기회가 있으며 

영구적인 자급 자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뉴욕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확고한 지지를 펼친 뉴욕시의 

법률 구조를 높이 평가합니다. 재정적 안정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볼 수 있도록 뉴욕주 

거주자의 다양한 계층에 손을 내밀어준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Civil Practice of The Legal Aid Society 대표대표대표대표 변호사인변호사인변호사인변호사인 Adriene Hold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Legal Aid Society는 Housing Court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자와 노숙자 쉼터 

시스템에서 이미 만난 자들을 포함, 복지 제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수천여 명의 

의뢰자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너무 자주 임의적으로 이뤄졌고, 

지나친 처벌이 행해졌으며, 노숙자들을 낳는 요인이었습니다. 법안에 S.3596/A.4250을 

서명한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은 우리의 의뢰자들이 

처음부터 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도움을 줄 것이며 쉼터에 있는 가족들이 하루 빨리 영구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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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of Protestant Welfare Agencies의 CEO/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이사이사이사인 Jennifer Jones 

Austi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FPWA는 Cuomo 주지사가 S.3596/A.4250에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초당적 법안은 뉴욕시에게 잘못된 복지 제재를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민들이 직업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과 퇴거 문제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만들어진 개정은 모두 당연한 것이며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Policy & Legislation for 1199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부지부지부지부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Helen Schaub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법안에 대한 

A.4250/S.3696에 서명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주지사의 

리더십처럼, 이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리더십은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공공 지원 규정을 준수한다면 더 나은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ited Auto Workers Region 9A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Julie Kushn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UAW는 주지사가 A.4250/S.3696에 서명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중단 없이 

저소득층 뉴욕시민들이 직업, 직업 프로그램 및 육아 등의 직업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법안은 기초 작업입니다."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선임선임선임선임 연구원인연구원인연구원인연구원인 Liz Schott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공공 지원을 받는 분들이 지체 없이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A.4250/S.3696에 따라 세워진 이 당연한 혜택과 기초 업무 개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즉시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직업에 집중하고, 재제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직업 활동에 대한 법규 준수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 활동에서 퇴출된 수혜자들의 자격 박탈 기간을 규제하는 접근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필수 제재 결격 기간 동안 감소되었거나 발생한 수의 손실은 가정이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직업 요구 사항 목표가 

수혜자들에게 직업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라면 이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이들이 즉시 

직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Community Service Society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David R. Jon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시 당국이 규정을 

준수하는 수혜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수당을 빨리 복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직업에 참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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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보육 시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alition for the Homeless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Mary Brosnah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한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법안의 개정은 

두 개의 부문에 대하여 노숙자들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수당 

대상자들이 수당지급을 놓치지 않고 거리로 내몰리는 위험 없이 즉시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쉼터에 거주하는 뉴욕 노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나친 

징벌적 제재를 받지 않게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택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부교장인부교장인부교장인부교장인 Frederick A. Davie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적 관점에서 Cuomo 주지사가 경제 정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주지사는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가정들이 부당하게 제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수당을 계속 받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Susan Dooh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4250/S3696에 서명한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지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일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당에 대한 손실과 함께 

실수로 재제를 받지 않게 해줍니다."  

 

UJA-Federation of New York의의의의 CEO인인인인 Emily Kutn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UJA는 저소득층 부모들이 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자급 자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을 제정하는 데 헌신한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위대한 뉴욕주에 어울리는 인도적 정책입니다." 

 

Community Food Advocates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Liz Accl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ommunity Food Advocates는 뉴욕시의 많은 가난한 가정들을 너무 자주 기아로 

내몰고 노숙자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임의적 처벌 체제를 없애는 초당적 법안인 

S3592/A4250를 지지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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