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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뉴욕주는 성적 괴롭힘에 맞서는 싸움에서 국가 전체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고용주와 협력합니다. 

 

이 툴킷은 변경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뉴욕주와 주 소속 관련 기관을 통해 사용 가능한 

리소스로 귀하를 안내하게 됩니다. 

 

워크플레이스 웹사이트의 뉴욕주 성적 괴롭힘 퇴치 메뉴에서 이들 리소스를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ny.gov/programs/combating-sexual-harassment-workplace. 
 
 

새로운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2019년 뉴욕주 예산에는 고용주를 위한 새로운 리소스와 요구 사항을 담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성적 괴롭힘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법에는 성적 괴롭힘 예방 정책과 트레이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고용주는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견본 정책 및 트레이닝을 있는 그대로 채택 또는 

사용하거나 해당 견본을 기업의 자체 정책 및 트레이닝을 수립하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내 정책을 서면으로 귀하와 소속 조직의 모든 다른 종업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성적 

괴롭힘 예방에 대한 양방향 트레이닝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고용주의 문제 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주가 지정한 개인 

또는 사무실에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두나 다른 방법을 통한 신고가 더 수월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문제 제기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귀하에게 복사본을 제공하고 성적 괴롭힘 예방 정책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및 외부 해결책 
 

성적 괴롭힘은 고용주와 뉴욕주, 연방 및 해당하는 경우 지방 법률에서 금지합니다.  

 

고용주의 내부 절차 외에 귀하는 다음 페이지에 나열된 정부 기관을 통해 법적 해결책을 취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정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약된 내용에 추가로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추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괴롭힘 예방 

종업원용 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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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권법(HRL) 

뉴욕의 성문 인권법(HRL) 행정부법, 15항, § 290 이하의 내용은 성적 괴롭힘과 관련하여 뉴욕주의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종업원, 유급 또는 무급 인턴 및 비종업원을 

보호합니다. 인권법의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장은 인권 분과(DHR) 또는 뉴욕주 대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DHR에의 고발은 성적 괴롭힘이 일어나고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DHR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DHR은 HRL에 근거하여 3년 이내의 성적 괴롭힘 혐의에 대해 주 법원에서 직접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 법원에 HRL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개인은 DHR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DHR이나 법정에 고발 가능한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1년 또는 3년은 가장 최근에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DHR을 통해 고발 시 변호사가 

필요 없으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DHR은 귀하의 고발을 수사하고 성적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건은 행정법 판사에게 가기 전에 공개 청문회에 회부됩니다. 청문회에서 

성적 괴롭힘이 발견되면 DHR은 구제조치를 지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고용주에게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민원료 지불을 포함한 피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DHR의 본부의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 인권분과, One Fordham Plaza, Fourth Floor, 

Bronx, New York 10458. 전화 (718) 741-8400 또는 웹사이트:www.dhr.ny.gov. 

 

문제 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DHR에 (888) 392-3644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dhr.ny.gov/complaint를 방문하십시오. 웹사이트에는 문제 제기 양식이 있어, 다운로드하여작 성 후 

공증을 거쳐 DHR에 보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뉴욕주 전역의 DHR 지역 사무소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964년 연방 민권법 Title VII(42 USC § 2000e et seq에서 

성문화된)을 포함한 연방 차별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개인은 성적 괴롭힘이 일어난 후 300일 이내에 

언제든지 EEOC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EOC에 문제를 접수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EOC는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차별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EEOC는 연방 법원에 개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도 

좋다는 통지(Right to Sue letter)를 발급합니다.  

 

EEOC는 청문회 또는 보상을 통한 구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했다면 연방 

법원이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 고용주는 EEOC의 관할권 안에 최소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은 “차별 대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EOC에는 

문제를 접수할 수 있는 지구, 지역 및 현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EEOC는 전화: 1-800-669-4000 (TTY: 

1-800-669-6820), 웹사이트: www.eeoc.gov 또는 이메일: info@eeoc.gov로 연락하십시오. 

 

http://www.dhr.ny.gov/
https://dhr.ny.gov/complaint
http://www.eeoc.gov/
mailto:info@ee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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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DHR을 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DHR은 연방 법원에서 진행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EEOC에 문제를 통보합니다. 

 

지역의 보호제도 

많은 지역에서는 성적 괴롭힘과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그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려면 거주하는 카운티, 시티 또는 타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로, 뉴욕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성적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집행국 본부 주소 40 Rector Street, 10th Floor, New York, New York으로 

연락해주십시오. 311 또는 (212) 306-7450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yc.gov/html/cchr/html/home/home.shtml. 

 
 

지방 경찰청에 연락하십시오. 

원치 않는 육체적 접촉, 강제적인 물리적 감금 또는 강요된 성행위가 포함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국에 연락하십시오. 

 
 

지원 기관 
 

다음 기관은 성적 괴롭힘과 차별 관련 리소스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목록은 뉴욕에서 성적 

괴롭힘과 차별 관련 리소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포괄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NOW NYC Helpline은 고용 차별, 이혼 및 양육권, 재정 권한, 가까운 파트너의 폭력 및 성폭행과 

관련하여 전화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에게 전문가를 소개해줍니다. http://nownyc.org/service-fund/get-

help/ 또는 (212) 627-9895로 연락하십시오. 

 

Better Balance의 무료 법률 전화상담은 성적 괴롭힘, 임신 차별, 모유 수유 및 일-가족 문제를 

포함하여 직장 내 권리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공합니다. (212) 430-5982 또는 

info@abetterbalance.org로 연락하십시오.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Lawyer Referral and Information Service(뉴욕주 법조 협회 변호사 

추천 및 정보 서비스) www.nysba.org 또는 (800) 342-3661 

 

www.LawHelpNY.org: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뉴요커를 위한 법률 정보 

 

Legal Momentum Equality Works Program(법률 모멘텀 평등 작업 프로그램): 차별을 지지하거나 

실행한 고용주에 대한 소송 www.legalmomentum.org 또는 (212) 925-6635로 연락하십시오. 

 

City Bar Justice Center(뉴욕법률정의센터): http://www.citybarjusticecenter.org 또는 (212) 626-7373 

or 7383 
 

Lambda Legal(람다 리걸): www.lambdalegal.org 또는 (866) 542-8336 

 

Time’s Up Legal Defense Fund(타임스 업 리걸 디펜스 펀드), https://nwlc.org/legal-assistance/ 

http://www.nyc.gov/html/cchr/html/home/home.shtml
http://nownyc.org/service-fund/get-help/
http://nownyc.org/service-fund/get-help/
mailto:info@abetterbalance.org
http://www.nysba.org/
http://www.legalmomentum.org/
http://www.citybarjusticecenter.org/
http://www.lambdalegal.org/
https://nwlc.org/legal-assis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