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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취업 비차별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해당 법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인권법(Human Rights Law) 취업 조항의 보호 

계층으로 지정하고, 고용주가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Cuomo: "이러한 조치의 법제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을 선도하는 가정 폭력 보호법을 

강화하고 생존자들이 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공포를 절대 느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취업 비차별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A5618/S1040)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취업 조항이 개정되어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 계층에 포함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뉴욕주의 미국을 

선도하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들의 근무 스케줄이 방해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법제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을 선도하는 가정 

폭력 보호법을 강화하고 생존자들이 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공포를 절대 느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가정 폭력의 생존자들을 

돕는 데 인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러한 일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 폭력 근절이라는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고 가정 폭력 

생존자들이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는 이들이 급여를 받고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여성 정의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며 성 평등을 진전시키고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현행법은 고용주가 반드시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호조치 및 편의 

사항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휴식시간을 주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이유로는 치료, 가정 

폭력 또는 강간 사건에 따른 피해자 서비스, 카운슬링, 안전 계획 또는 이주, 법률 서비스, 

검사에의 협조, 법정 출석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경우 반드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Roxanne J.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의 서명에 따라, 뉴욕주는 다시 한 번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여 옳은 쪽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을 

가진 피해자들이 누구도 다시 겪어서는 안되는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직장 내의 불필요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이 새로운 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뉴욕주는가정 폭력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선도하고 

있습니다."  

  

Helene E. Weinste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의 스트레스를 

비롯해 직장에서 근무할 피해자의 능력 또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를 방해하는 가해자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들이 취업 기회를 얻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중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저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너무나 자주 취업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의 시급함을 이해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뉴욕의 사법 당국에 보고되는 가정 폭력 사건의 수는 약 400,000건입니다. 그리고 

약 300,000통의 전화가 뉴욕주 전역의 핫라인으로 접수됩니다. 2013년에만 뉴욕 

법정은 300,000건 이상의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1년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가정 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의 굳건한 

지지자였습니다. 2018년 주지사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의 병원 보관 기간을 30일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개인관리 물품 및 피해자 서비스 정보를 생존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사법 시스템 내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더욱 의미 있는 형량 감축을 성문화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Cuomo 주지사는 이번 

달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 세 개에 서명했습니다.  

  
###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domestic-violence-survivors-justice-ac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domestic-violence-survivors-justice-ac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expanding-protections-victims-domestic-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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