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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노동자를 괴롭힘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 

 

법안은 법으로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직원 직위 목록을 확장  

  

더 많은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대중교통 노동자에게 침을 뱉는 것을 포함한 악질적인 

괴롭힘을 A급 경범죄로 지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 대중교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되는 직원 직위의 목록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노동자에 

대한 여러 형태의 악질적인 괴롭힘을 A급 경범죄로 만들어 보호 조치를 추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대중교통 노동자는 말 그대로 뉴욕주를 

움직이며 이들에 대한 공격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대중교통 노동자는 어떤 

종류의 공격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노동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받는 대중교통 노동자 목록을 확장하여 고객 지원 담당자, 신호 시스템 

수리자, 트랙 청소노동자 등 기타 추가 직위를 포함합니다. 현재 보호를 받는 직위에는 

기차 및 버스 운전사, 신호수, 터미널 청소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대중교통 노동자를 추가하는 동안 대중교통 노동자에 대한 기존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침을 뱉는 것을 포함하여 강압적인 또는 

폭력적인 신체 접촉의 형태는 최대 1년 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A급 경범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Cuomo 주지사의 2020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 2020) 어젠다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범행을 반복하고 위험이 큰 성범죄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직원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자가 

지하철, 버스 및 철도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3등급의 고위험 성범죄자인 

개인이 3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급할 권한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반복된 

성범죄자와 관련된 최근 다발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사건에 대한 대응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4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기차 노선의 보안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 보안 작전(Operation NY-SECURE)의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경찰, 암트랙(Amtrak)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경찰 및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주도하며 폭발물 탐지 경찰견 탐색, 기차 내 보안 

증진 및 플랫폼 순찰을 포함합니다. 주지사는 2019년 6월에 뉴욕시의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에 제복을 입은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시, 맨해튼 

지방검사실, 뉴욕시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간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시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공 안전과 교통 근로자 폭행 및 부정 승차 

해결을 위한 목표 집행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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