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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행정 회의소와 주 정부 전체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 방지 이니셔티브
발표
Hochul 주지사, 영상 메시지에서 모든 주 공무원들에게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에 대한 권리 상기
행정 회의소,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하고 새로운 인사
부서를 만들기 위해 독립적인 회사 유지
Hochul 주지사 취임 이후 약 200명의 회의소 직원들이 의무 윤리 교육에 참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와 행정 회의소 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모든 국가직
근로자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직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법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고발 방법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행정실에 안전하고 존경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직장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 회사를 유지하는 것, 모든 회의소 직원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행정 회의소 내에 새로운 인사 부서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순간부터 올버니 정치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뉴욕 시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존중받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누구나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일터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회의소와 주 정부 전반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조치는 뉴욕 시민들이 고위급 공무원들로부터 마땅한 리더십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뉴욕주의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와 편지에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가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
정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라이브 교육 프로그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주지사의 직원관계실(Office of

Employee Relations)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상기시키고, 보복에 대한 국가의
무관용 방침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모든 주 공무원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ochul 주지사는 또한 행정 회의실에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 보복에 대한 주장을
조사할 독립적인 외부 회사인 Calcagni Kanefsky, LLP를 둘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Calcagni Kanefsky, LLP는 행정 회의소의 간섭 없이 조사 결과를
작성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위원회 사무실(Counsel's Office)에 보고하며 적절한
징계와 시정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 발표의 일환으로, 모든 회의소 직원들은 쉽고
기밀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괴롭힘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단계에는 모든 회의소 직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직접 교육뿐만 아니라 회의실 내에 새로운 인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가 지난 8월 취임한 이래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 등 200여명에 달하는
회의소 직원들이 재무공시, 행동기준, 공직자법, JCOPE 등을 망라한 윤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취임 첫날부터 윤리, 투명성, 주정부의 문화 변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신임 감찰관 임명, 논란이 되었던 국가기관 '특검(special
counsel)' 이니셔티브 종료, 법무장관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있던 회의소 직원 전원
교체 등 주요 인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모든 기관의 수장들에게
투명성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행정 회의소의 FOIL 백로그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JCOPE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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