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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이 주의 국가 선도적인 유급 병가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유급 병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  

  

유급 병가는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  

  

CUOMO 주지사의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제정된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규  

  

휴가는 질병에 걸리거나, 병든 가족을 돌보거나, 가정 폭력 피해자의 안전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 가능  

  

지난 3월,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팬데믹 특이적 유급 병가에 서명  
  

뉴욕 주민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이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 선도적인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에 따라 병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2020년 주 시정연설(2020 State of the State)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의 일부로 제정되었으며 중대형 기업 근로자의 유급 

병가를 확보하고 고용주의 순이익에 따라 중소기업 직원을 위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확보합니다. 이 획기적인 법률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자신의 질환에서 회복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경우의 안전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의 유급 병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직장을 지키거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중 보건 위기는 그 필요성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격퇴하고 더 강한 

뉴욕을 건설하면서, 이 근본적인 권리를 모든 뉴욕 주민에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 왔으며, 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유급 병가법은 수백만 

명의 이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의 수익성과 뉴욕 주민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highlights-fy-2021-budge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bill-guarantee-paid-leave-new-yorkers-under-mandatory-or-precautionary
https://www.ny.gov/programs/new-york-paid-sick-leave
https://www.ny.gov/programs/new-york-paid-sick-leave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아픈 채 출근하거나 아픈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급여를 받지 않는 것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속 싸우는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주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및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뉴욕의 돌봄휴가 프로그램은 다른 주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근면히 일하는 뉴욕주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이용 

기회과 성공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 주민은 근무 시간에 따라 병가를 받아, 근무 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의 휴가를 

얻으며 2020년 9월 30일까지 소급됩니다. 뉴욕의 새로 보장된 병가법을 통해 기업은 

규모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연간 최대 7일(56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5명에서 99명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연간 최대 5일(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 수가 5명 미만이지만 순이익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간 최대 

5일(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 수가 5명 미만이고 순이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최대 

5일(40시간)의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무하는 

뉴욕 주민을 위한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것은 상원 민주 다수당의 주요 우선 

순위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유급 병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보여 

주었으며, 병이 있을 때 출근을 피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감기와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우리 하원 동료 및 Cuomo 주지사와 

협력하여 이를 실현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arl E. Heasti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은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심장박동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후, 뉴욕 주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의 유급 돌봄휴가 

조항은 뉴욕 주민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식사를 책임질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나 아픈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뉴욕 주민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탐색하고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 단계 일뿐입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급 병가 정책의 부족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힘들게 했고,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노동자를 대변했으며, 그의 지도력 

아래 뉴욕은 근로자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우리는 경제 동등성을 회복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을 지킬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더 이상 집에 머물러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약 130만 명의 뉴욕 주민은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무급 휴가를 쓰거나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픈 상태에서 출근할 수 

밖에 없여 동료와 일반 대중에게 전염성 질병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4명 중 한 

명의 근로자는 해고되거나 병가로 인한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의 병가법은 150만 명의 뉴욕 주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제정하고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돌봄휴가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희망을 주려는 Cuomo 주사의 전례 없는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조치는 첫 해에 128,000명의 뉴욕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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