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18 번째 제안 발표: 

직장의 성희롱 근절  

  

개인의 성희롱 합의에 납세자의 세금 사용 금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모든 지부에 대한 일관된 성희롱 규범 제안  

  

희생자에 대한 특혜를 표현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성폭행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기밀 보장 협약(Confidentiality Agreement) 금지  

  

비밀 유지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행 및 성희롱 통계를 주정부와 거래하는 사기업들이 

보고하도록 명령  

  

성희롱 사건이 법 집행 수사 및 재판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고용 계약의 강제 중재 

정책 또는 조항 무효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18 번째 

제안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 처리를 목표로 하는 다면적인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개인에 대한 성희롱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고용 계약 시 강제 중재 정책을 

무효화하고, 주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는 성희롱 판결 건수 및 이행된 기밀 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의 건수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에는 오래 전에 해결되었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비밀과 만연한 독약이 이것을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용감한 

남녀 직장인들에 의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시작된 우리의 

도전은 사회의 혐오감을 개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에서 반드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해결의 방법을 주도해야 합니다.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희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비밀을 

유지하는 강압적인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고 종식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성폭행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건을 합의하는 데 납세자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적인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입니다.  

  

책임의 주체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주지사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모든 지부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관된 성희롱 정책 규범과 앙갚음 또는 발생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인이 뉴욕주 전 지역의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 사이에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적인 익명의 내부 고발자 절차를 제안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또한 법 집행 수사 및 재판의 

고려 대상에 성희롱 사건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고용 계약에서 강제 중재 정책이나 

조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너무 자주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으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는 침묵의 문화에 맞서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희생자의 신분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희생자에 대한 

특혜를 표현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공공 기관과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성폭행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기밀 보장 협약(confidentiality agreement)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주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성희롱 위반 건수 

및 해당 회사가 맺은 기밀 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의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적인 연례 보고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제공된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모든 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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