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SCHNEIDERMAN 검찰총장, 건설 업계의 임금 착취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검사들과 협력  

  

고용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협력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검찰 총장, 7 곳의 카운티 검사들  

  

다수의 수사를 통한 형사 고발로 120만 달러 이상을 고용인들에게 반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임금을 착취한 도급업체들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뉴욕시의 모든 카운티 다섯 곳,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나소 카운티 등과 Eric T. 

Schneiderman 뉴욕주 검찰총장이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맺은 후 지금까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 월 1 일 이후,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나중에 

형사 고발을 하게 된 검사들에게 죄질이 나쁜 임금 착취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사건들은 여러 관할 지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중범죄 행위 또는 기소되지 않은 

계약들을 기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해결이 임박한 몇 가지 

사건을 포함하여 약 400 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120만 달러 정도의 임금을 

지금까지 파악하고 그 액수를 평가했습니다. 약 70만 달러가 근로자들에게 이미 

반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공정한 보수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착취하기 위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 지급을 거부한 고용인들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 단속을 통해 근로자는 

보호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이 이 위대한 주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Schneiderman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분명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공정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검찰청은 임금 착취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2011 년 이후, 우리는 21,000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착취당한 임금 약 3,000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의 근로자 가정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계속 보장할 것입니다.”  

  

다운스테이트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집행 단속은 이 업계에 만연한 근로자 

착취에 대한 보고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업계의 노동 인구는 대부분 

이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불균형적인 비율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착취 또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집행 계획은 네일 살롱 및 세탁업계 그리고 다른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단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속 활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더 나쁜 고용주들이 

사법 절차에 처해지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임금 착취 사건을 

계속 조사한 후 협력기관인 법 집행 기관에 범법 사건들을 넘기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DA/AG  근로자(명)  평가  

VIR NYC  맨해튼  2  $5,520  

Whisk  맨해튼  29  $90,400  

Sky Materials  맨해튼  281  $464,700  

City Metro  맨해튼  47  $241,800  

Magnetic Contracting Corp.  퀸즈  6  $95,300  

J&D Painting Contractors  검찰총장  6  $39,000  

AVM Construction  검찰총장  6  $281,630  

National Insulation and General Contracting 

Corp.  
나소  9  $13,750  

총    386  $1,232,100  

  

  

진행 중인 사건에는 브루클린, 웨스트체스터, 리치먼드, 맨해튼 등을 비롯한 다수의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방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Eric T. Schneiderman 검찰총장  

• Darcel D. Clark 브롱크스 지방 검사  

• Eric Gonzalez 브루클린 지방 검사 당선자  

• Cyrus Vance 맨해튼 지방 검사  

• Madeline Singas 나소 지방 검사  

• Richard A. Brown 퀸즈 지방 검사  

• Michael E. McMahon 리치먼드 지방 검사  



 

 

• Anthony A. Scarpino, Jr. 웨스트체스터 지방 검사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도덕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힘들게 일하는 뉴욕 주민을 착취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주의 위대한 검사들 및 검찰총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근로자 가정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Cyrus R. Vance, Jr. 맨해튼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뉴욕 주민들은 

2,000만 달러의 미지급 임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은 실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실정입니다. 임금 착취는 뉴욕시와 뉴욕주에 만연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설 

업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자주 수백만 달러의 미지급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들이 저희와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50만 달러를 돌려받아서 300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의 

가정이 밝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ric Gonzalez 지방 검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저희는 근로자를 

보호하여 그들이 힘들게 번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 왔으며 앞으로도 

싸움을 지속할 것입니다. 저희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 기소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을 뉴욕주 전 지역의 기업에 주지시키는 임금 착취 대책 프로그램(Wage 

Theft Initiative)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arcel D. Clark 브롱크스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을 짓는 어렵고 종종 위험한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 임금 착취 대책 프로그램(Statewide 

Wage Theft Initiative)은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이 중요한 산업에서 부패와 사기를 

막기위한 협력자로서 저희가 보다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브롱크스 지방 검찰청(Bronx District Attorney's Office)은 열심히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착취하는 모든 범죄자들을 수사하여 기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건설 노동자들도 당연히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시간당 임금을 공정하게 받아야 합니다.”  

  

Richard Brown 퀸즈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 착취가 발생하는 이유는 

특히 뉴욕과 퀸즈 전 지역에 이민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연된 문제입니다. 미국에 오는 

많은 이민 노동자들은 민간 도급업체를 위해 일반 직종별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보류되거나 부족한 금액으로 지급되더라도 그저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불평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묵묵히 혹사당하거나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퀸즈에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기를 

거부한 혐의로 고용주가 기소당했습니다.”  

  

Madeline Singas 나소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부정직한 

도급업체들이 건설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녀 노동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임금 착취는 우리 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 

검사로서 희생양이 된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을 어긴 도급업체를 기소하는 일은 우리가 

책임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Vance 지방 검사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그리고 임금 착취 대책 프로그램(Wage Theft Initiative)을 만든 법 집행 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협력하여 일하면서 저희는 악덕 업자들을 제거하고 뉴욕의 건설업계에서 

남녀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수사부(Department of Investigation, DOI)의 Mark G. Peter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의를 받은 이 도급업체들은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속이고 

배신하여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직원들을 속이고 규제 기관에게 

거짓말을 못하도록 건설업체 소유주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착취 행위를 막는 이 법 집행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진실한 규율을 심어주고 기소된 범죄행위를 막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부(DOI)는 맨해튼 지방 검찰청(Manhattan DA's Office) 및 모든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 유형의 노동자 착취를 종식시키는 데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cott M. Stringer 뉴욕시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이며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직종별 임금을 매우 

진지하게 책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검찰청은 

부정직한 고용주들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총장님 및 지방 검사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일반 직종별 임금 착취라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저희는 전에는 결코 

추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 Department)는 총액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억 5,000만 달러가 넘는 미지급 임금을 회수하여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임금 착취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종 노동자를 위한 임금 회수는 더 많은 행정 조치 없이 고용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규정 준수 회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숨기려고 한 

치명적인 사건 또는 사건들의 경우, 노동부는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지방 검사에게 

의지합니다.  

  



 

 

뉴욕주에서 압도적인 기업의 대부분이 이 법을 따르지만 악덕 업자들이 임금을 훔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몇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팁만 지급,  

• (ii) 일한 시간을 계산할 때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행한 일에 대한 일당 

지급,  

• (iii) 주당 기본 근무 시간인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 미지급,  

• (iv) 동일한 날에 배정된 작업 사이의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 미지급,  

• (v) 최종 임금 지급 보류,  

• (vi) “훈련”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 (vii) 필수 유니폼 및 장비 대금을 직원에게 청구.  

  

2015년 미국 최초로 만들어진 착취당한 노동자를 위한 태스크포스(Exploited Workers 

Task Force)의 성공에 힘입어, Cuomo 주지사는 직원의 잘못된 분류 및 근로자 착취에 

관한 영구적인 합동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on Employee Misclassification and 

Worker Exploitation)를 만들기 위해 2016년 7월에 제 159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59)를 발령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보통 학대의 

피해자이지만 보복의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기관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 3 곳을 복수기관 

태스크포스로 통합했습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이며 빈번하게 임금 착취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은 보통 (i)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노동환경, (ii) 길고 불규칙한 근무 시간,  

(iii) 물품, 훈련, 유니폼 등에 대한 불법적인 공제 등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름이 명부에 올라가지 않은 채 일하기 쉽고 위험한 직업을 가지며 자주 고립된 

장소에서 지냅니다.  

  

또한 주지사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안에 중재 부서(Mediation Unit)와 보복 

방지 부서(Anti-Retaliation Unit)를 만들었습니다. 중재 부서(Mediation Unit)는 업주가 

근로자에게 착취한 임금을 노동자들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합니다. 보복 방지 부서(Anti-Retaliation Unit)는 노동법(labor law) 

위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했거나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처해지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활동합니다.  

  

임금 착취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1-888-4-NYSDOL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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