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9/11 대응 활동에 참여했던 뉴욕 주민들에게 병가 혜택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에 서명  

  

주지사, 뉴욕시의 제5회 연례 9/11 오토바이 탑승(5th Annual 9/11 Motorcycle Ride) 

행사에서 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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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 간부 및 직원들에게 병가 혜택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최고의 인간과 최악의 인간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최악의 인간들이 트윈 타워스(Twin Towers)에 비행기들을 

충돌시켰습니다. 반면 최고의 인간들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형제와 자매들을 돕기 

위해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기 있는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이 

16년 전 그 비극적인 날에 우리의 영웅들이 뉴욕과 함께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뉴욕이 필요한 시간에 뉴욕이 그들의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 법안(A7901A/S6398)에 따르면, 해당되는 개인은 진단 당시의 정상적인 연봉의 100 

퍼센트를 받으면서 무제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 현재 뉴욕시 밖의 지자체, 공무원 또는 주정부 고용주를 위해 근무,  

•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의 정화 및 복구 활동 참여 통지서(notice of 

participation) 제출,  



 

 

• 법규에 정의된대로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로 인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격 조건.  

  

유사한 유급 병가 혜택이 뉴욕시 경찰국(New York Police Department), 뉴욕 

소방국(New York Fire Department), 뉴욕시 교정국(New York City Corrections), 뉴욕시 

위생국(New York City Sanitation) 직원들이 직무에서 얻은 부상 및 질병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밖의 지자체들은 유급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유사한 

직무를 부여합니다.  

  

Martin Golde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입법안은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동안 타인들을 구하기 위해 사선에 목숨을 걸었던 수천 명의 

용감한 남녀 영웅들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날 및 그 후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복구 

활동을 주도한 긴급상황 대처자들은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지사님이 이 영웅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입법안에 

서명해 주신 점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Peter Abbat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년 전 오늘, 뉴욕 주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우리 중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현장에서의 대응 활동을 도운 결과, 

그들은 파멸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남녀 영웅들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현장의 활동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6년 후, 우리는 그 호의를 

반드시 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날의 생존자들 중 많은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님이 우리의 영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의 9/11 노동자 보호 태스크포스(Governor Cuomo's 9/11 Workers 

Protection Task Force) 팀의 Lou Matarazzo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은 모든 뉴욕 주민과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원히 각인된 날입니다. 그 날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황폐함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전례가 없는 친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의 희생자 수천 명을 돕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 영웅들에게 필요한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날 그들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감수한 위험에 

대한 감사의 작은 징표입니다. 이 남녀 영웅들을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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