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응대 서비스

감축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

신속 응대 서비스란?

신속 응대는 감축 및 사업장 폐쇄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기 취업 지원 및
기타 서비스 자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자리 공유

저희 지역 팀은 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비즈니스
침체 기간 내내 귀하의 직원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일자리 공유는 직원 해고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직원을 핵심 기술 세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기업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부서, 교대조 또는 모든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플랜에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직원이 2명 이상인 플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인력에 대해 축소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
혜택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실업 보험(UI) 급여로 손실된 급여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급여 연도 동안 주급 요율의 최대 26배)
• 일자리 공유 참여자가 정상 작업 일정 때처럼 근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공유에 대한 구체적 정보:
dol.ny.gov/shared-work-employer-eligibility-andapplication

뉴욕주 경고법

기업이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사용해 본
후, 저희 팀은 조직화된 노동(부속된 경우) 및 고용된 파견
회사와 자주 협력하면서 정리해고가 발생하기 전에 맞춤형
직업 배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커리어
센터 시스템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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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는 뉴욕주 기업은 공장 폐쇄 90
일 전에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WARN)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가 있을 때에도 알려야
합니다.
• 인력의 33%(직원 25명 이상)

• 단일 고용 사이트에서 250명의 직원

다음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 영향을 받는 모든 직원
• 담당 대리인
• 주 노동부

•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 고용 장소가 위치한 지방 정부의 단위 또는 해당
단위의 최고 선출 공무원
• 고용 장소가 위치한 학군 또는 지역구

• 고용 장소가 있는 지역에 경찰, 소방, 응급 의료 또는
구급차 서비스 또는 기타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국가 WARN 규정:
dol.ny.gov//warn-regulations-part-921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혜택

기업은 직원들이 해고 전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더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실업 보험 비용이 더 낮습니다. 신속
응대가 귀하의 비즈니스가 전환 중인 직원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듯이 이는 사기와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요청 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원에 대한 혜택

직원은 다음을 포함해 시의 적절한 때에 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일자리 추천

• 맞춤형 취업박람회

• Jobs Express 사용 – 검색 사이트:
labor.ny.gov/jobs/regional.shtm
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뉴욕의 10개
지역 경제의 현 채용직
채용 공고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 이력서 개발
• 이력서 준비

• 노동 시장 정보
• 교육 옵션

• JobZone 사용 – 검색 사이트: www.nyjobzone.org는 관심
주제와 직업 가치를 파악하는 직업 탐색 평가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심 주제에 맞는 직업을 제안하고 이력서 작성 도구와
현지 취업 박람회 일정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 실업 보험 청구 제출 dol.ny.gov/unemployment/file-yourfirst-claim-benefits
• 건강 보험 옵션 비교

• 유용한 커뮤니티 자원 파악

지역 신속 응대 코디네이터

CAPITAL REGION
Patrick Brown
518-457-2483 / 팩스 518-485-2577
Patrick.Brown@labor.ny.gov
CENTRAL 지역
Paula Yerdon
315-479-3435 / 팩스 315-479-3216
Paula.Yerdon@labor.ny.gov

FINGER LAKES 지역
Regenna Darrah
585-258-8819 / 팩스 585-339-9457
Regenna.Darrah@labor.ny.gov
LONG ISLAND 지역
Frederick Danks
516-934-8560 / 팩스 516-433-3799
Frederick.Danks@labor.ny.gov

HUDSON VALLEY 지역
Elias Flores
845-568-5392 / 팩스 845-568-5321
Elias.Flores@labor.ny.gov
MOHAWK VALLEY 지역
Michael Clark
315-793-2491 / 팩스 315-793-2216
Michael.Clark@labor.ny.gov
뉴욕시
Stuart Goldberg
718-613-3587 / 팩스 718-613-3983
Stuart.Goldberg@labor.ny.gov

NORTH COUNTRY 지역
John Hetfield
518-561-0430 내선 3081 / 팩스 518-561-9566
John.Hetfield@labor.ny.gov
SOUTHERN TIER 지역
Deanna Simon
518-457-1143 / 팩스 518-485-2577
Deanna.Simon@labor.ny.gov

WESTERN 지역
Christopher Kokoszka
716-851-2655 / 팩스 716-851-2636
Christopher.Kokoszka@lab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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