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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폭행으로부터 철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 확대 법안에 

서명  

  

법률(S.9468/A.10491),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추가 운송 노동자를 폭행하는 
개인까지 형사 고소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약 11,000명의 더 많은 운송 노동자들을 폭행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S.9468/ A.10491)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운송 노동자들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2급 폭행으로 기소하는 현행법을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무원, 승차권 또는 수입금 징수원, 

정비사, 수리공, 청소원, 감독자를 폭행한 개인에게도 기소권을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 Vivian Cook 하원의원,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 Janno Liber, ATU Local 1056의 회장인 Mark Henry와 함께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대중교통 근로자들은 근무지에서 일하면서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웠습니다. 뉴욕의 운송 노동자들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해왔고 

이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입니다. 그 누구도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지하철과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운송 노동자들은 

뉴욕 시민들이 필요한 건강 관리와 음식과 같은 다른 필수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우리의 필수 

노동자들을 직장으로 오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송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필요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역 고객 응대 보조원, 티켓 또는 수입금 징수원, 정비사 및 교통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해 

고용된 관리자는 대중과 협력하여 교통이 예정대로 운행되고 터미널과 역이 청결하며 



승객들이 승차권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은 교통 또는 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행에 취약하며, 이 법안은 추가적인 교통 

직원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할 것입니다. 2급 폭행으로 운송 

노동자들에게 신체 상해를 입힌 개인들을 기소함으로써, 이 법안은 운송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법안 서명은 

MTA의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감사할 일이며, 운송 노동자들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자격이 있는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뉴욕 시민들을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천 명의 운송 

노동자들과 함께 Hochul 주지사가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운송 근로자들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리고 그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도시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영웅들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자격이 

있고, 운송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가 운송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저는 운송 리더, 근로자,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우선시하는데 있어 핵심 파트너였던 옹호자들을 칭찬합니다. 저는 그들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동료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의회에서 이 일을 옹호해 준 Cook 하원의원, 

그리고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와 Heastie 의장의 리더십에도 감사드립니다. 

운송 직원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Vivian E. Coo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의 운송 

노동자들은 최전선에서 우리 주가 매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칠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법률을 추진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운송 노동자들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하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을 칭찬합니다."  

  

ATU Local 1056 회장인 Mark Hen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운송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이 운송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기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를 통해 운송 노동자를 인정해 준 입법부와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ubway Surface Supervisors Association의 Michael Carrube 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빠르게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들과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 그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MART General Chairman Anthony Sim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교통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TA의 필수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운송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분명히 그 명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에 대한 처벌을 보장해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주신 

Hochul 주지사와 Comrie 상원의원, Cook 하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DC37 Local 372 회장인 Shaun D. Francois 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들에 의한 

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법 아래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께서 이런 영웅적인 일선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는 뉴욕의 교통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안 운송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입법부와 협력하여 더 많은 대중을 상대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기를 기대합니다."  

  

Transit Supervisors Organization TWU Local 106 회장인 Philip Valen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범죄율 급증, 특히 교통 기관 직원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주지사와 올버니의 사람들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한 일입니다."  

  

TWU Local 100 회장인 Tony Ut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송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 일하러 오는 것이지, 응급실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객들과 법으로부터 존경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주 입법부 

의원님들께서 대중교통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이 현재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이제 그들의 일을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Association of Commuter Rail Employees의 총괄 회장인 Edward Valen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CRE는 협회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신 Hochul 

주지사와 Comrie 상원의원, Cook 하원의원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협회 회원들은 매일 

업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합니다. 이 법안은 Metro-North 노동자를 폭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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