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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정부에서 차별 피해자들을 조사해 5백만 달러 확보 발표 

 

주 전역의 900명 이상 뉴욕시민에게 보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에서 

지난해 취업, 주택 및 공공 숙박시설에서 차별받은 희생자들을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DHR에서 조사한 결과, 923명 희생자에게 52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밖에 DHR은 고용주들에게 27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은 뉴욕의 강점이며 우리 행정부는 그 어떤 

종류, 기간의 차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이 법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임대주, 고용주 및 기업이 그들의 의무를 

인식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 결과는 아래와 같은 고용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공청회를 통하여 공기업에 근무하는 전기 기술자가 본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때문에 해고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DHR에서는 기술자를 복직시키고 임금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375,000달러 

보상함과 동시에 책임 단위가 50,000달러의 민사 처벌금을 뉴욕주에 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한 후 받아야 할 숙박시설 

혜택과 복직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불만건은 164,000달러의 임금 

상환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다이렉트 메일 광고 회사에서 영업 매니저로 근무하는 한 여성은 불평등한 

보수를 받는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불만건은 160,000달러의 

보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하여 애머스트(Amherst)의 징수 기관에서 행정 보조로 근무하는 한 

여성이 매일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당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70,000달러 



보상받았습니다. DHR에서는 책임 단위가 뉴욕주에 15,000달러의 민사 처벌금을 

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주택에 관련하여 아래의 주요 사례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한 흑인 남자는 주거래 은행과 기타 기업으로부터 당한 약탈적 

대출에 대한 불만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대출 용어에 대한 오해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되었으며 이것은 뉴욕시의 소수집단이 사는 지역 대출자들을 상대로 

하는 상습적인 행위 일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불만건은 35,000달러의 

보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 부부는 그들이 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뉴욕 

사우샘프턴(Southampton)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할 기회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 곳의 부동산에서 그들을 다른 건물로 

안내했으며 책임자는 차별된 아파트 홍보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주와 두 곳의 부동산을 상대로 한 불만건은 29,000달러의 보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은 임대주가 다른 인종과 국적을 가진 세입자를 원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브루클린 아파트로부터 강제로 퇴출당했습니다. 인권부는 이것이 

인권법에 위반됨을 발견하였으며 신고자에게 16,620달러의 피해금을 

보상하였습니다. 임대주 역시 뉴욕주에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낼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2016년에 해결한 DHR 사례의 지역과 보상금 내역: 

 
 

지역 피해자 수 보수 

주도 지역 39 $210,165 

센트럴 뉴욕 77 $588,113 

핑거 레이크스 107 $615,433 

허드슨 밸리 78 $367,506 

롱아일랜드 167 $780,400 

모호크 밸리 24 $85,281 

뉴욕시 276 $1,800,291 

노스 컨트리 10 $44,033 

서던 티어 26 $89,250 

웨스턴 뉴욕 119 $587,178 



이밖에 DHR에서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273,000달러의 벌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 차별에 관련하여 오넌타(Oneonta) 자동차 대리점에 60,000달러의 벌금, 

성별/나이 차별 고용을 한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레스토랑에 55,000달러의 

벌금, 장애인/고용 사례에 관련하여 콘에드(Con Ed) 전력회사에 50,000달러의 벌금. 

 

인권법은 나이, 인종, 신앙, 피부색, 성별, 국적, 성적 성향, 군복무 상태, 장애, 임신 여부, 

가정폭력 상태, 가정조건 또는 기타 개인적 특징에 따라 주택, 고용, 신용 및 다른 

관할구역의 공공 숙박시설 장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주민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권법을 입법화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뉴욕주 인권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인권법과 인권국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인권부 

웹사이트 www.dhr.ny.gov를 방문하거나 1-888-392-364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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