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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 전역의 직장 내 성희롱 핫라인 운영 발표  

  

무료로 운영되는 기밀 유지 핫라인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에게 법률 조언 

제공  

  

뉴욕 주민들은 성희롱 관련 문제에 대해 국선 변호인과  1-800-HARASS-3에서 상담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다루는 뉴욕주 핫라인인 1-800-

HARASS-3 (1-800-427-2773)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밀이 보장되는 

핫라인은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이 운영하며,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에게 숙련된 국선 변호인을 소개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자원을 활용해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는 직장을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으며 

협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자를 

지원하고 성희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희롱은 끔찍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도로 두려움을 줍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핫라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도움과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곳을 마련해 줍니다."  

  

3월 Hochul 주지사는 인권국에 핫라인 운영을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별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공공 근로자들이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화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근로자들이 

성희롱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권국은 

뉴욕 전국 노동 변호사 협회(National Employment Lawyers Association of NY), 뉴욕주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기타 변호사 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에 참여할 자원봉사 변호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package-legislation-address-workplace-harassment-and-discrimination&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fd450197ddbd4c0180ad08da699e405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84256593778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R7lzOkiifUK9091XjivsI5xG29g%2F%2Bq1CE1rBitQZuQ%3D&reserved=0


Maria L. Imperial 인권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희롱은 큰 피해를 남기며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인권법에 따른 보호 및 권리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제정한 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차별 철폐, 부정의 해결, 평등한 기회 보장, 접근, 존엄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불만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인권국의 웹사이트 https://dhr.ny.gov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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