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HERO 법
정보 및 FAQ

2021년 5월 5일, NY HERO 법(New York Health and
Essential Rights Act)이 서명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은
COVID-19 유행병에 대응하여 폭 넓고 새로운 직장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의무화합니다. NY HERO 법의 목적은
공기전파 감염병 발생 시 노출 및 질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뉴욕주 노동부(NYS DOL)는 뉴욕주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과 협력하여 새로운 표준,
모범 대책 또는 일반 산업 템플릿 및 공기전파 감염병
예방을 위한 11개의 산업별 모범 대책을 개발하였습니다.
고용주는 NYS DOL에서 제공하는 해당 정책 템플릿/대책을
채택하거나 또는 표준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이
수준을 뛰어넘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뉴욕주 보건국장이 공기전파 감염병을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전염성 높은 전파
가능한 질병으로 지정한 경우에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은 적용 가능한 연방 표준뿐 아니라 공기전파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사태 선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 또는 더 큰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표준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타임라인
• 2021년 5월 5일, NY HERO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6일 – DOL은 모범 표준을 발표합니다.
• 2021년 8월 5일(NYS DOL이 모범 표준을 개발 및 공표한
후 30일) – 뉴욕 고용주가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대책을
채택하는 마감일. 고용주는 대책 채택 후 30일 이내에,
공기전파 감염병과 관련한 영업장 폐쇄로 인해 재개장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채용 즉시 모든 직원들에게
영어와 근로자의 모국어로 해당 대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2021년 9월 4일 – 고용주의 공기전파 감염병 대책을
직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 2021년 11월 1일 – 1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노사 공동 작업장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고: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는 dol.ny.gov/ny-hero-ac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NY HERO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이 법은 일반적으로 COVID-19 또는 공기전파 감염병에
대한 임시 또는 영구 OSHA 표준이 적용되는 직원이나
고용주를 제외한 뉴욕 전역과 작업장 곳곳에 걸친
정부기관에 예속되지 않은 모든 기타 업종에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 및 교통 수단을 포함해
이 OSHA 표준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의료 분야뿐입니다.
또한 개인 가정과 디지털 응용분야 또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개인을 포함해 "전통 방식이 아닌" 직장에서 일하는
특정 범주의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NY HERO 법은 원격
근무 또는 고용주가 관리할 수 없는 직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Y HERO 법은 COVID-19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 법은 향후 발생할 모든 공기전파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기 중 입자나 비말을
통해 공기를 타고 전염될 수 있고 뉴욕주 보건국장이
전염성 높은 전파 가능한 질병으로 지정한 모든 감염성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질병이 포함됩니다.
고용주에게는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모든 대상 사업체는 NYS DOL의 공기전파 감염병 정책
발표(2021년 8월 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별 템플릿뿐 아니라 일반 템플릿 또는 모범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예방 대책(Model Airborne Infectious
Disease Exposure Prevention Plan)은 노동부에서
제작했습니다. 고용주는 이 템플릿들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직원 또는 단체 교섭 대리인이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대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장이 공기전파 감염병으로 지정한 후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전염성 높은 전파 가능한 질병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각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에서의 노출 방지 대책을 즉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우려되는 감염원과 관련해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최신 정보, 지침 및 필수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대책을 업데이트시켜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된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예방 대책을 제공해야 합니까?
예.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면 대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책 채택 후 30일 이내
• 공기전파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후 영업 재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입 직원 채용 시.
이 법의 노사 공동 작업장 안전 위원회 요구 사항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이 법은 직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에서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안전 및 건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노사 작업장 안전 위원회를
수립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NYS DOL은 향후 작업장
안전 위원회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집행 체제가 있습니까?
고용주는 대책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일 기준
$50의 벌금을 부담하고, 추가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 작업장 노출 방지 대책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으로
옮깁니다.

NY HERO 법에는 고용주가 법적으로 보호 받는 활동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보복 방지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을 상대로 한 보복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구두 검토하도록 합니다.

자세히 보기: dol.ny.gov/retaliation

• 각 직원에게 영어 또는 해당 직원의 모국어로 확인된
언어(가능한 경우)로 된 노출 방지 대책 사본을
제공합니다. 대책은 또한 작업장에 게시되어야 하고
근무 교대 중 언제든 직원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서면 작성된
대책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보건국장의 지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예. 뉴욕주 보건국장의 지정이 없어도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채택 후
30일 이내에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 사업장 운영에 대해 새롭거나 수정된 측면을 반영하거나
노동부가 발표한 업데이트된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예방 표준에 부합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예. 고용주는 직원의 모국어로 서면 작성된 대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본인의 모국어를 보건국으로부터
모범 표준을 사용할 수 없는 언어로 식별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영어로 된 고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합니까?
예. 모든 직원과 함께 대책에 대한 구두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인력파견 기관,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개인, 또는 작업장으로 또는 작업장에서 물건을
배달하거나 인원 운송을 맡은 개인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국장이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전염성 높은 전파 가능한 질병을 지정한
경우에도 대책에 대한 구두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두 검토"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은 산업별 템플릿이 게시됩니까?

고용주는 직원과 함께 감염병 노출 방지 대책에 대한 구두
검토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검토가 반드시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해당될 경우 음성
또는 영상 회의 기술을 포함해 공기전파 감염병 예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두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산업별 대책을 발표할 현 대책은 없지만 노동부는
향후 고려 사항에 추가할 제안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이러한 피드백이 접수되면 기존 템플릿에
대한 수정과 함께 추가 템플릿을 고려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작업장에 대책을 게시해야 합니까?
예. 대책은 작업장이 차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작업장 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업종별 템플릿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업종별 템플릿에는 각 산업에 특별히 맞춘 고유한
"선행 통제"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업종에 대한 템플릿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당 업종에 대한 특정 템플릿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부의 모범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예방 대책을
채택하거나 자체 대안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안책은
노동부의 모범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예방 대책에서
제공하는 최소 기준과 같거나 그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선행 통제" 섹션을 사용하여 해당 업종 또는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대책을 개발할 때 직원 검토와 피드백이 항상
이뤄져야 합니까?
노동부는 모든 고용주가 대책 채택에 인력을 참여시킬
것을 독려하지만,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 또는 템플릿 중
하나를 활용하는 고용주는 직원에게 대책을 검토하고
채택 전에 피드백을 제공하라고 시켜서는 안 됩니다. 2021
년 11월 1일 발효되는 HERO 법의 2절에 따라,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다른 작업들 중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작업장 정책을 검토할 권한을 위임 받은
작업장 안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대책을 변경할 경우, 직원 검토 및/또는 참여를
필요로 하는 "대안책"으로 간주됩니까?
노동부 일반 산업 템플릿의 통제 또는 선행 통제 섹션에서
고용주가 개정한 수정은 반드시 HERO 법의 목적을 위한
"대안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추가적인 직원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템플릿의 공개 필드를
넘어서는 그러한 템플릿에 대한 수정은 직원 검토 및/또는
참여를 필요로 하는 "대안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산업은 HERO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채택한 임시 또는 영구 표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 HERO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모든 고용주는 본인 또는
고용인이 임시 또는 영구 OSHA 표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OSHA 표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OSHA 표준을 따랐던
고용주는 HERO 법을 따라야 합니다.
HERO 법은 공립 대학과 학교에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HERO 법은 공립 학교 또는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 고용주는
노동법 27-c항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
고용주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주 재난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과 교통수단은 HERO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이 법에 따르면 "작업장"은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로
지정되고 직원이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과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뉴욕주 밖에 있지만 뉴욕에 있는 직원을 둔 경우,
이 뉴욕 직원은 HERO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욕주 내 직원이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장소(예: 직원의 자택 거주지)에서 재택 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HERO 법 규정을 공표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뉴욕주행정절차법(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HERO 법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게 됩니다.
독립 하청업체도 포함됩니까?
고용주는 독립 하청업체가 있는 작업장을 포함해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공기전파 감염병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면 대책을 독립 하청업체, 인력소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개인 및 전통적으로 직원으로 정의되지 않는
HERO 법에 따라 "직원"으로 폭 넓게 정의된 다른
이들에게 배포해야 합니까?
예.
고용주가 사용해야 하는 산업별 대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DOL 지침이 있습니까?

고용주의 공기전파 감염병 대책은 언제 발효되어야
합니까?
고용주는 현재 COVID-19의 경우와 같이 전염성 높은 전파
가능한 질병이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건국장이 지정한 경우 공기전파 감염병 대책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부의 HERO 법 웹사이트
dol.ny.gov/ny-hero-act를 주시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고용주는 본인의 업종 및 작업장에 가장
가까이 적용되는 대책을 채택하거나 모범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예방 대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작업장 대안책을 개발할 경우 채택되기 전에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고용주는 대안책이 있는 경우 이 대책을 직원 핸드북에
추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단, 고용주는 대안책이 모범 표준에서 제공하는
최소 표준과 같거나 그 수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HERO 법은 사업자 외에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까?

고용주에게 산업과 환경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떤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까?
고용주는 사용할 적절한 템플릿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직원 또는 하청업체 부문과 특정 작업장의 고유한 상황 및
조건을 평가함으로써 산업 또는 작업장에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가장 적절한 템플릿을 선택하고 통제 섹션을
형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여러 작업장에
대해 둘 이상의 대책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에서의 사업자는 HERO 법에 정의된
"고용주"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 대책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 환경에 가장 적합한 템플릿은 무엇입니까?
모범 공기전파 감염병 노출 예방 대책은 사무실 환경에
가장 적합하지만 대책의 통제 및 기타 측면이 특정
작업장의 고유한 상황과 조건을 다룰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 HERO 법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P905K (09/21)

뉴욕주 노동부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 요청 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