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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공무원 고용주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결근한 직원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법령에 서명  

   

병가 또는 대휴(Compensatory Time)로 인해 공무원의 해고 및 기타 부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  

   

주지사가 서명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원 보호법 구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공무원 고용주가 오늘 격리, 의학적 치료를 위해 병가나 

대휴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진단 또는 접촉과 관련하여 결근한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S.4201-A/A.4063)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공중 보건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희생을 해야 했던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결근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우리 주의 모든 

공무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한 이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쿠오모 Cuomo가 법안에 서명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원 보호 

조치로서, 여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의무적이거나 예방적인 격리 중인 뉴욕 

시민들에게 보장된 유급 휴가와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한 휴무 시간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Diane Sav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원격 근무라는 개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수 인력, 즉 

최초 대응자(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및 교정 기관 근로자)는 방대하게 원격 근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 교정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s)이 우리가 

바로 여기 뉴욕주에서 채택한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처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이 지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가를 

이용했던 893명의 교정 공무원들은 만성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무원이 11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후 유효한 부적절한 징계 조치로 

간주되며 급여, 승진, 근무 시간 및 잠재적인 해고에 여러 공무원을 취약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이번 청구 법안에 서명하고 모든 공무원 

고용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우리가 입법화한 

법률과 규정을 따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Peter Abbat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아프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누군가와 접촉하게 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저의 청구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이제 보복 당할 위험 

없이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리고 동료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COBA 사장 Benny Boscio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를 위해 용감하게 헌신한 모든 뉴욕 교정국 

공무원을 대신하여 이 랜드마크와 같은 법안에 오늘 서명하신 Andrew M. Cuomo 

주지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 교정국과 같은 공무원 고용주가 

코로나19 관련 결근에 대한 사유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 및 보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병가를 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800명 이상의 회원들이 경험한 부당함을 시정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러한 싸움을 시작하고 상원과 국회에 이 법령을 신속하게 상정해주신 Diane 

Savino 상원의원과 Peter Abbate 하원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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