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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를 받았으나 안전망 지원  
(Safety Net Assistance, SNA)을 거부 당한 난민 
신청자를 위해 제안된 집단 소송 합의 통지서 

(Korean) 
 

배경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PA)과 관련한 중요한 통지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본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 귀하가 과거 또는 현재에 고용 허가를 받았던 적 있거나 받은 난민 신청자이며 
• 귀하가 2014년 8월 7일이나 그 이후, PA 형식의 SNA을 신청했고/했거나 이를 거부 당했으며 그 
거부가 귀하의 이민 상태로 인한 것인 경우. 

 
2017년 11월 21일부로 고용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는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SNA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PA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시에 거주하시는 경우, 다음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069-access.nyc.gov/accesshra/. 뉴욕주 밖에 거주하시는 경우,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myBenefits.ny.gov. “뉴욕주 특정 급여 및 서비스 신청서(New York State Application for Certain 
Benefits and Services)” 사본의 작성을 원하시면 경우, 거주 지역의 사회 복지부에 연락하여 사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된 집단 소송 합의, Colaj v. Roberts(인덱스 번호. 452243/2017, 뉴욕 카운티)는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고용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들이 부적절하게 SNA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과 뉴욕주 임시 장애인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은 집단 소송을 통한 합의에 동의했으며, 이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민 상태로 인해 SNA를 거부 당한 
사람은 일회성 혜택금(혜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통지서는 제안된 합의의 내용 및 이번 
집단 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제안된 합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뉴욕 법률 지원 그룹 (New York Local Association Group, NYLAG)의 웹사이트에서 제안된 
합의에 대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ylag.org. 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 집단의 
대리자로서 NYLAG 변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NYLAG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단체입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제안된 합의안이 공정하며 집단 소송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누가 이해 당사자로서 포함되며, 그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룹 1: 고용 허가를 받은 동시에, 2014년 8월 7일부터 2017년 11월 2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본인의 
이민 상태로 인해 SNA을 거부 당한 난민 신청자: 
이 그룹은 합의안 발효 후 240일 이내에 PA를 수령할 시 1회성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점부터 
2017년 11월 21일까지 매월 45 달러(그 이전에 이미 PA를 수령하기 시작한 경우 또는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종료 기한이 앞당겨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룹 2: 고용 허가를 받은 동시에, 2014년 8월 7일부터 2018년 1월 5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기존 케이스에 
추가되기를 신청하였고 본인의 이민 상태로 인해 SNA을 거부 당한 난민 신청자: 
이 그룹은 합의안 발효 후 300일 이내에 PA를 수령할 시 1회성 지급을 받게 됩니다. 거부 시점 기준 2달 
전부터 2017년 11월 21일까지 매월 45 달러(그 이전에 이미 PA를 수령하기 시작한 경우 또는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종료 기한이 앞당겨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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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 혜택 ID 카드(Common Benefit Identification Card, CBIC)로 PA 
케이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수표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송 당사자의 집으로 통지서가 우편 발송될 것입니다 
 
그룹 3: 고용 허가를 받은 동시에, 2017년 11월 22일이나 그 이후 뉴욕주에서 본인의 이민 상태로 인해 
SNA을 거부 당한 난민 신청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소송 당자자들은 다른 그룹처럼 1회성 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PA 자격 
심사를 받아 혜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NYLAG에 
연락해주십시오: (929) 356-9584 또는 이메일: colajclass@nylag.org. 

 
제가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게 있습니까? 

본인이 그룹 1 또는 그룹 2에 속해있고, 
• PA를 받고 있고, OTDA와 NYLAG가 합의한 날짜까지 계속 혜택을 받는다면, 귀하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자격을 갖출 시 자동으로 1회성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는 

• PA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귀하는 PA를 신청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PA를 신청했고 PA를 받고 있고 OTDA와 NYLAG가 합의한 날짜까지 계속 혜택을 받는다면, 귀하는 
1회성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룹 3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NYLAG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929) 356-9584 또는 이메일: colajclass@nylag.org.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해도 됩니까? 

소송 이해 당사자는 제안된 합의가 공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법원에 이러한 사항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이해 당사자는 심리 중에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2021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심리를 열 것입니다. 소송 이해 당사자는 전화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47) 378-4143.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컨퍼런스 ID를 입력할 것을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컨퍼런스 ID는 
174 648 932#입니다. 

 
변호사가 있는 소송 이해 당사자는 뉴욕 주법원 전자 신청(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 
프로그램 및 이메일(수신자: 법정 변호사 Vera Zolotaryova, 주소: vzolotar@nycourts.gov)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소송 이해 당사자는 NYLAG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929) 356-9584 또는 
colajclass@nylag.org.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NYLAG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는 없으나 NYLAG에서 귀하의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항이든 NYLAG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29) 356-9584 또는 이메일: colajclass@nylag.org. 
NYLAG 변호사에게 문의할 때, 어떠한 상담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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