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6 년 11 월 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부정하게 수령한 수당 약 345 만 달러를 회수하여 실업 보험 신탁 기금에
상환했다고 발표

작년 총액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운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카운티별 회수 명세 내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 년 첫 10 개월동안 부정하게 받은 실업 보험
수당 약 345 만 달러를 뉴욕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가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상환액이 작년 뉴욕주 총액 기록을 초과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업 수당은 어려움에 처한 뉴욕주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 행정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단속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도록 수백만 달러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실업 보험 사기 케이스가 확인되면 노동부의 특수 수사국 (Department of
Labor's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과 현지 지방 검찰청 (District Attorney’s
offices)이 수사를 합니다. 기소가 성공적일 경우, 신탁 기금으로 상환됩니다. 2015 년에
검찰청은 뉴욕주 전체 568 건의 케이스에서 370 만 달러 이상의 상환액 회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6 년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 3,447,000 달러는 2015 년에 회수한 총액의
93 퍼센트이며, 올해 새로운 연간 기록을 세운 뉴욕주는 2015 년 같은 기간보다
8 퍼센트를 더 회수했습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 (State Labo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는 안전망을 통해 실업 보험 수당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직원들 업무 덕분에, 사기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실업 보험 사기를 우리가 종식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현재의 지원에 대해서 뉴욕주 전 지역의 지방 검찰청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는 미국내 가장 큰 실업 보험 시스템 중 한 곳을

운영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고용주들은 뉴욕주의 실업 보험 신탁 기금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신탁 기금이 사기 청구의
지불을 강요당할 경우, 고용주들은 더 많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뉴욕주는 실업 보험 사기 예방 및 수사의 국가적인 선두주자입니다. 2012 년에 뉴욕주는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에 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적절한 지급 및
사기를 퇴치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및 도구를 확인하며, 개발하고 시험해보기 위해
일하는 우수실업보험 국가청렴센터 (Un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Integrity Center
of Excellence)로 의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실업 보험 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분들은 사기 관련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무료 직통 전화 (888) 598-2077 로 전화 보고해 주시거나 www.labor.ny.gov/fraud 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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