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 년 9 월 6 일  KATHY HOCHUL 주지사 

 

 

KATHY HOCHUL 주지사, 뉴욕주의 영웅법(HERO ACT)에 따라 코로나 19 를 

공수감염병으로 지정 발표  

  

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의한 공수감염병 지정, 모든 고용주가 

코로나 19 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 안전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  

  

영웅법(HERO ACT), 고용주가 법이나 채택된 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직장 감염 예방을 돕기 위해 공수감염병 발생 시 모든 

사업주가 작업장 안전 계획을 시행하도록 한 뉴욕주 영웅법에 따라 코로나 19 (COVID-

19) 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 위험을 보여주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영웅법(HERO Act)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새로운 작업장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작업장 

안전 계획을 채택하고, 뉴욕주 보건부가 지정한 모든 공수감염병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작성한 모델 안전 계획을 

채택하거나 영웅법(HERO Act) 기준에 따라 자체 안전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지정은 우리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영웅법(HERO Act)의 목적은 기업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공수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직원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자원이 준비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DOL 은 영웅법(HERO Act)에 따라 DOL 와 협의해 새로운 공수감염병 노출 방지 기준, 

공수감염병 노출 방지 기본 계획, 공수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산업별 모델 계획 등을 

개발했습니다. 고용주들을 위한 추가 정보와 업계별 템플릿 양식은 DOL 의 웹사이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Michael Gianari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영웅법(HERO Act)을 

시행하면서 신속하게 생명을 살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주신 Hochul 

지사님께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을 발효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 

https://dol.ny.gov/ny-hero-act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희생했지만, 우리는 

마침내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동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줌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rines Rey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주가 안전하게 다시 

재개하기를 몹시 고대해 왔습니다. 코로나 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보건부(Health Department)에 코로나 19 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파악하도록 지시한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 영웅법(HERO Act)의 

완전한 시행으로 뉴욕주의 기업들이 코로나 19 와 같은 공수감염병으로부터 직원과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프로토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AFL-CIO 의 Mario Cilento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코로나 19 와 향후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뉴욕 

영웅법이 의도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Hochul 지사님께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는 첫날부터 입법부, 노동부와 협력해 일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이번 조치로 그러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Nurses Association) RN 실무 책임자인 Pat Kan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노동절에 뉴욕시 영웅법(HERO Act)을 실천해 주셔서 직장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억제되고 보호되는 동안 우리 간호사와 모든 노동자들이 마침내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시 중앙 노동 협의회(New York City Central Labor Council), AFL-CIO 의 

Vincent Alvarez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싸워주시고,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중에 이미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었으며, 

이번 지정은 근로자들이 우리 시와 주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이나 가족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소매업 백화점 노동조합(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의 Stuart 

Appelbaum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여전히 만연해 있으므로 작업장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모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 법에 규정된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동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됩니다. 

보건청장님께서 뉴욕시 영웅법(Hero's Act)에 따라 코로나 19 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정했다고 발표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2021 년 

노동절을 축하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팀스터 합동 협의회(Teamsters Joint Council) 16 대 의장인 Thomas Gesuald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스터(Teamsters)와 다른 필수 노동자들은 종종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하는 데 필요한 보호 장치가 없었지만 팬데믹의 절정을 뚫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고 업무에 복귀하는 뉴욕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번 지정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집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자동차 노동자 연합(United Auto Workers) 9A 지역의 지부장인 Beverley 

Brake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근로자의 날을 기리는 더 적절한 헌사는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여전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주 영웅법(Hero 

Act)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생명줄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업주들에게 알린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계와 지역회 단체들이 함께 노력하여 입법화한 

뉴욕 영웅법(Hero Act)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고용주가 채택한 계획은 직원 건강 검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 작업장 

위생소 설치, 작업장 청소 프로토콜, 검역 프로토콜 및 건물 공기 흐름 기술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안전 조치를 다루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전 직원에게 작업 안전 계획서를 배포하고 각 작업 현장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영웅법(HERO Act)에는 이러한 계획의 요건을 준수하거나 계획 이행 우려를 

보고하거나 근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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