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건처리 시스템
¡ 운영 개요
- 뉴욕시 인권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을 근거로 사건처
리 시스템을 운영함. 뉴욕시는 2018년 뉴욕시 성차별 근절
법(Stop Sexual Harassment in NYC)을 발표하였고 이 법
은 성차별 사건의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용주
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권법을 확대함
- 뉴욕시는 법으로 고용인이 직장 상사나 직장동료들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당하거나 그들의 성별, 임신, 양육 상황으
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
람이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환경
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성희롱·성차별은 성별, 임신, 양육 상황으로 인한 해고, 진
급, 임금, 성과평가에서의 차별대우와 접촉, 부적절한 농담
과 언행을 포함함. 그러나 성희롱·성차별의 범주는 이에 국
한되지 않으며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음
- 인권위원회의 사건처리 시스템은 뉴욕시 내의 직장 내 성희
롱·성차별 사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뉴욕시 내 주택, 상점,
길거리, 병원, 학교, 은행, 식당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일어
난 사건도 인권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2021년을 기준으로
1,430만 달러였으며 총 160명의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뉴욕시 인권위원회 전체의 인력 및 예산이며 성희롱 및 성
폭력 사건처리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집계 되어있지 않음

¡ 성희롱 사건처리 단계
1. 신고 : 피해자는 뉴욕시 민원 전화 311 또는 (212)
416-0197로 전화하여 뉴욕시 인권위원회와 연결하여 사건
을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2. 접수 : 신고 내용이 뉴욕시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건으
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Intake)를 위한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일정이 잡힘. 접수 단계에서는 변호사 또는 조사관이 피해자
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내용,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취합
함. 상담 결과 여전히 신고 내용이 뉴욕시 인권법에 의해 보
호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면 변호사가 신고서(Complaint)를 작
성하기 시작함. 여기에서 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불만접수인
(Complainant),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응답자
(Respondent)라고 칭함.
3. 신고서 접수 : 변호사가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피해자가
신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함. 서명이 완료된 신고서는 응답자
에게 전송됨. 응답자는 신고서를 전달 받고 30일 안에 답변
(Answer)으로 응답해야함.
4. 조사 : 응답자가 신고서에 대해 응답을 한 뒤, 뉴욕시 인권
위원회의 법 집행부서(Law Enforcement Bureau)는 신고사
항에 대해 세부 조사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불만접수인은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반박
(Rebuttal)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조사과정에서 법 집
행부는 불만접수인, 응답자 그리고 증인들을 인터뷰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들을 불만접수인과 응답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5. 조정 :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단계에서 법 집행부
서는 양쪽 의견을 조정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함.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양측이 모두 조정 계약에 서명하
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법 집행부서는

중재 및 갈등 조정 부서(Office of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를 통해 불만접수인과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무
료로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재 서비스
에는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중재자가 양측이 자발적으로 상
황을 협상하여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움.
※ 조정을 원하는 경우 양측 모두 법 집행부서의 변호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양측과 법 집행부서가 모두 조정 의사가 있다
고 동의한 상황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짐

6. 결정 : 법 집행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음
1) 가능한 원인(Probable Cause) : 법 집행부서가 전체적
인 증거를 볼 때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가능한 원인”을 찾았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음. 이런 경우 사건은 별도의 시정부
조직인 행정 재판 및 청문회 부서(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로 사건이 회부되며 행정 심판관
(Administrative law judge)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됨.
2) 가능한 원인 없음(No Probable Cause) : 법 집행부서
가 응답자가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충
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원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이런 경우 양측
에 모두 결론과 이유를 설명한 문서가 전송됨.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 의장실(Office of
the Chair)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의장실에서 결정
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뉴욕 대법원에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상 편의를 위한 사건 종료 : 법 집행부서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 사건을 종료할 수 있음. 행정상 편의를 이
유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 피해자는 대신 법원에 사건
을 신고할 수 있음. 사건 종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
우 의장실에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7. 재판 : “가능한 원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건은 행정 재판
에 회부됨. 재판 및 청문회 부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법 집행부서는 불만접수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이
익을 대변함. 불만접수인과 불만접수인의 변호사는 행정 심
판관과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기 전이나 재판 전까지 언제든
지 사건과 관련하여 개입할 수 있음

[사건 처리 과정 차트]

8. 보고 및 권고 : 행정 심판관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의 발견,
책임과 구제의 문제에 대한 보고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함. 행
정 심판관의 보고와 권고사항은 청문회 기록, 청문회 후의
제출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문서는 인권위원회의 일반
위원회를 거쳐 의장실로 전달됨
9. 최종 결정 및 명령 : 인권위원회의 의장실은 보고 및 권고
문서와 청문회 기록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 및 명령을 내림
10. 항소 : 인권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결
정과 명령이 내려진 날에서 30일 이내에 뉴욕 대법원에 항
소 할 수 있음

¡ 피해자 지원 및 행위자 조치사항
Ÿ

피해자 지원 : 인권위원회는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자
가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걱정에
대해 답변을 제공함.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런 경우 위원회가 피해자의
정보를 들어내지 않고 사건조사와 행위자 조치를 진행함

Ÿ

행위자 조치사항 :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행위자에게 최대
25만 달러(한화 약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해
자의 정신적 고통 및 피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한 비
용을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책정하여 행위자가 보상
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인권위원회는 행위자가 뉴욕 인권
법 교육을 수료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Ÿ

Ÿ

Ÿ

뉴욕시 직장 내 성차별 근절 캠페인 홈페이지:
https://www1.nyc.gov/site/cchr/media/sexual-harassment
-campaign.page
뉴욕시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1.nyc.gov/site/cchr/enforcement/steps-in-the
-complaint-process.page
뉴욕시 직장 내 성차별 관련 브로슈어:
https://www1.nyc.gov/assets/cchr/downloads/pdf/publicat
ions/WomensRight_Brochur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