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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노동절을 맞아 사업장 안전을 높이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4 개 법안에 서명

법안(S.4682-B/A.485-B), 작업 구역에서 속도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증
프로그램 수립
법안(A.3350-A/S.2766-C), 건설 계약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
법안(S.6350-A/A.7434-A), 467-a 세금 감면을 받는 공동주택 및 콘도에서 건물 서비스
직원에게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
법안(S.4049/A.5678), 공유근로 혜택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직장 안전을 증진시키고 일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4 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내에 속도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건설 계약업체가 하청업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고급
공동 주택 및 콘도에서 건물 서비스 직원에게 일반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공동 작업
혜택을 확장하도록 요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노동절에 우리는 뉴욕을 건설하는 데 있어
조직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주
전체에서 근로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4 개 법안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지급받고, 좋은 혜택을 받고,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주는 일하는 뉴욕 시민들을
지원하는 길고 자랑스러운 유산의 본거지이며, 우리는 미래를 위해 그러한 유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절 법안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
이 법안(S.4682-B/A.485-B)은 촬영 장치를 통해 작업 구역 내 속도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촬영 감시 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특정
교통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 통지 및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은 자동차 운전자와 매일 인프라를 개선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고속도로 근로자를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저는 Magnarelli 하원의원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생명을 구하고 노동자들을 그들의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번 법안을
법제화함으로써 현장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인력의 복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극히
중요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기록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가속과 주의 산만 운전은 치명적입니다.
사진 촬영 감시 장치를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고 고속도로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하청업체에 밀린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A.3350-A/S.2766-C)은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건설 계약업체는 현재 수급인과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이 법제화된 지 120 일이 지난 뒤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업체가 하청업체에 급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Jessica Ramo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노동절, 우리는 뉴욕 근로자를
위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업계의 임금 절도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 근로
프로그램에서 뉴욕 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면 근로자 가족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포괄적인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금 절도 문제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양심적인 하청업체보다 열심히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임금 절도는 이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입니다. 이 법안으로
뉴욕주는 건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힘든 노동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467-A 세금 감면을 받는 건물의 건축 용역 노동자에게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이 법안(S.6350-A/A.7434-A)은 세법 제 467a 조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는 공동 주택 및
콘도의 건축 용역 노동자에 대해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평균 단위 감정가가 $60,000~$100,000 이고 30 채 미만인 건물을 제외하고 평균
단위 감정가가 $60,000 를 초과하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을 통해 건축 용역
노동자 공공 기록에 일반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나 행정 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해 법을 집행하고 직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Brian Benjam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 용역 노동자에 일반적인 임금과
수당을 제공할 여유가 있는 고급 아파트 건물은 임금과 수당을 적절히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노동자들은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매일 그들의 목숨을 걸었으므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 경제에 그러한 사안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신 Kathy Hochul
주시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armen De La Ros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기금은 저임금 일자리를
보조하거나 산업 표준을 낮추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건강과 가족의 위험을
무릅쓴 필수 노동자들이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수당을 받기에 좋은 날입니다."
공유근로 혜택 확대 법안
이 법안(S.4049/A.5678)은 공유근로 혜택의 상한선을 26 주 연속에서 26 주 가치의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으로 변경합니다. 고용주들은 공유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유지하고 직원들이 단축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부분적인 실업 보험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구인은 UI 에 따른
청구인의 최대 수혜 자격에 관계없이 26 주 동안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구인이 기존 UI 에 따른 최대 이득액을 달성할 때까지 공유근로 프로그램에 따라
줄어든 UI 수당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일자리를 보존하고 경험 많은 직원을 유지하며 고용주가 최상의 위치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법안을 통해 적격 청구인이
공유근로 제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뉴욕 의회 노동위원회(NYS Assembly Labor
committee) 의장이자 이 법안의 스폰서인 저는 주지가사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AFL-CIO 의장인 Mario Cilent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첫날부터 입법부 및 노동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여러
법안에 서명하며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오늘 법으로 제정된 법안은 도로 작업 구역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해고 대신 시간이 단축된 노동자들에게 더 공정한 실업 수당을
제공하며, 부도덕한 민간 건설 계약업체에 임금 절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세금 감면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우세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원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고 법안을 후원해 주신 Latoya Joyner 의회 노동위원장,
Jessica Ramos 상원 노동위원장, Tim Kennedy 상원의원,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
Brian Benjamin 상원의원, Carmen De La Rosa 하원의원 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건축건설업 협의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의장인 Gary LaBarber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건설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존엄과 생계를 박탈하는 임금탈취 위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될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부도덕한 계약업체의 산업 청산을 돕는 중요한 단계이며 뉴욕이 더
이상 나쁜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입법부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 지도자 및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SEIU 32BJ 지부 Kyle Bragg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동절에 32BJ 는 더 나은
임금 및 혜택과 강화된 보호로 뉴욕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한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2,000 명 이상의 건축 용역 노동자들이
마침내 그들의 가족을 지탱할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은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동안 근로자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망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NYSDOL(뉴욕시 노동부)의 공유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수를 극대화하는 것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입법부
및 주지사와 함께 모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뉴욕시 목수 지부회(New York City District Council of Carpenters) Joseph Geiger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착취당한 근로자들은 탐욕스러운
계약업체에 의해 임금을 빼앗겼습니다. 이 법안은 임금 착취로부터 뉴욕의 모든 건설
노동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곳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확고한 동맹이었던
Hochul 지사가 이 법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특히 적합합니다. 뉴욕시 목수 지부회(New
York City District Council of Carpenters)는 주 의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해 주신
Ramos 상원의원과 Latoya Joyner 하원의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여전히 미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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