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 년 7 월 19 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임금 절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발표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 노동자와 뉴욕주에 진 300 만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 회수  
  

833-910-4378 번 임금 절도 신고 및 도난 임금 회수를 위한 새로운 핫라인 시작, 
온라인 임금 절도 신고 및 추적 도구 개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임금 절도 행위를 근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들의 

월급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 뉴욕주 검찰총장, 지방 검사들 간에 이루어진 

노력인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가 최근 12 개 이상의 기업과 265 명의 개인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뉴욕주에 약 300 만 달러의 임금 반환 및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중범죄 유죄 판결 및 합의를 확보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의 

성공을 배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 즉 새로운 핫라인을 개설하고 최첨단 온라인 임금 

절도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근로자들이 개인 정보와 안전을 보호하면서 임금 절도을 

신고하고 그들이 진 빚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 시민들은 새로운 핫라인 833-910-4378 로 전화를 걸어 뉴욕주 

노동부에 직접 임금 절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뉴욕 시민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임금 절도를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서에 불만사항을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는 이미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고, 저는 노동부와 협력하여 나쁜 

행위자 들을 단속하고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전달해 준 법무장관과 지방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돕고 뉴욕에서 임금 절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두 배로 줄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 절도 행위는 심각한 문제이고 

저는 뉴욕이 열심히 일하는 뉴욕 사람들의 생계를 도둑맞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지사, 법무장관, 그리고 노동부와 견해를 같이 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임금 절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NYSDOL 은 또한 

새로운 최첨단 근로자 보호 관리 시스템(Worker Protection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뉴욕 시민들이 여러 언어로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불만 제기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년에 완료될 예정인 1,000 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또한 법무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위반 동향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투명성을 재고하고 주정부의 책임을 높이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는 처음에 임금 절도, 사기, 안전 위험과 관련된 사건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형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는 최근 

뉴욕주의 다른 산업과 카운티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에는 

NYSDOL, 뉴욕주 검찰총장실, 뉴욕주 보험기금(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NYSIF), 주 전역에 있는 지방검사국, 뉴욕시 수사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Investigation)이 포함됩니다. 대책위원회는 노동자를 지원하고 못받은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뉴욕주 노동부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관, 지방 검사, 

그리고 주 전역에 있는 법 집행 기관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들을 속여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에게 보내는 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한다면, 찾아내어 해당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협정  

2022 년 4 월, Lintech Electric, Inc 는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과 여러 프로젝트에서 하청업체로 일하면서 기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허위 

급여 문서를 제출한 후 200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90 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 총장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들은 우리의 주가 발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자주, 탐욕스러운 고용주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임금을 속여서 이 같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지난 2 년 

동안, 제 사무실은 주 전역에 걸쳐 15,000 명 이상의 임금 절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1,500 만 달러가 넘는 돈을 회수해주었고, 우리는 뉴욕 시민들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나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뉴욕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협력하고 끈질기게 헌신해준 Hochul 주지사와 

Reardon 위원, 그리고 임금 절도대책반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죄 유죄판결  

2022 년 6 월 1 일, Thai Bistro 의 Piyamas Dimasi 와 Karma Bistro 는 5 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8,000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민자가 

그들의 식당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혐으로 NYSDOL 과 뉴욕주 세무 및 재무부에 벌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스키넥터디)  

  

2022 년 6 월 1 일, 뉴 로셸의 Hurley's Steakhouse and Pub 의 주인인 Paul Hurley 는 

8 명의 직원들에게 총 23,114 달러의 근무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범죄인 "임금 

미지불(Failure to Pay Wages)"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탄원 합의의 

일환으로, Hurley 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했고 2022 년 9 월 14 일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웨스트체스터)  

  

2022 년 4 월 29 일, APJ Restore Inc.는 근로자 보상법 위반으로 NYSIF 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Alan James 는 NYSIF 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업 

총매출액을 과소 보고한 것에 대해 사업기록 2 급 업무 기록 위조죄(2nd Degree 

Falsifying Business Records)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NYSIF 에 대한 

배상금으로 32,575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입니다. (서퍽)  

  

2022 년 4 월 7 일, Goldstar Installation Services 와 Paul Gilistro 는 직원들에게 법적 

지배적인 임금율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Debaud 에게 2 급 사기죄(2nd Degree 

Scheme to Defraud)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죄 판결 합의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은 배상금으로 4 만 달러를 지불했고 1 년 동안 4 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서퍽)  

  

2022 년 3 월 28 일, NY Corp 의 Tri-State Construction 은 Huntington Union Free 

School District 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복리후생과 시간외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도적인 임금 및 추가 지급 불이행(Willful 

Failure to Pay the Prevailing Wage and Supplement)"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121,530 달러 이상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퍽)  

  

2022 년 2 월 17 일, Designcore Ltd.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초과근로를 지불하지 않은 

후 6 명의 직원에게 39,400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조건부 해고와 함께 

기업의 탄원을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2021 년 10 월 14 일, Linda Cunegin 및 Tri-County Home Nursing Services 는 뉴욕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9 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금 6 만 1,000 달러를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소)  

  

2020 년 9 월 22 일, Jagdep Deol 은 그의 회사인 Laser Electric Contracting 을 대신하여 

지배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시 학교 

건설 당국과 뉴욕시 교육부를 위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11 명의 직원들로부터 150 만 

달러 이상의 통상 임금을 원천징수한 죄에 대한 중죄입니다. 유죄 인정 합의의 

일환으로, Deol 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해야 하며, 뉴욕시에 수사 비용으로 약 

16 만 달러를 변상할 예정입니다. Dole 씨는 또한 뉴욕주 현행 임금노동법(New York 

State Prevailing Wage Labor Law) 위반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퀸즈)  

  

2021 년 8 월 26 일, Fregosi Landscaping 의 Joseph Fregosi 는 푸트남 카운티 건설 

프로젝트에서 두 명의 근로자에게 지배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급여 보고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지배 임금 지불 불이행, 1 급 사업 기록 위조, 3 급 위증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Fregosi 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46,800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퍼트넘)  

  

상원 노동 위원회 의장인 Jessica Ramo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만큼 하루의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상원에 합류한 이래 

이웃들이 힘들게 번 돈을 다시 회수해 주는 입법을 우선시했고, SWEAT 를 위해 

투쟁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임금 절도를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뉴욕 

시민들이 훔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이것이 

착취적인 상사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주의 집단적인 노력의 중요한 

계획이라고 여깁니다."  

  

하원 노동 위원회 의장인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은 뉴욕이 자신들의 뒤를 받치고 있으며, 직원들을 희생시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고용주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 

절도대책위원회의 성공과 오늘 새로운 핫라인 발표는 뉴욕이 임금 절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저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Hochul 주지사의 

최근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lvin Bragg 맨해튼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끈질긴 나쁜 행위자들은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학대하고 기만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계속해서 이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된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성, 경제적 기회 그리고 

인종적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임금 절도를 신고할 수 있는 보고 접근 

방식을 조성해 준 Hochul 주지사님과 NYSDOL 에 감사드립니다."  

  



Eric Gonzalez 브루클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못받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러한 사례는 근로자들을 속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파렴치한 

고용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임금 절도 사건은 저의 헌신적인 인력 착취 사기 

전담반(Labor Fraud Unit)의 최우선 과제이며, 협력과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이 모든 만연한 범죄에 대한 지도력을 보내주신 주지사, 감사관,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 그리고 노동계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Anne T. Donnelly 타소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통해 

고용주들이 그들의 근로자들을 속일 때, 종종 다른 범죄 활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임금 착취로 시작하여, 급여대장, 세금신고서, 실업보험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제대로 된 근로보상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자행되는 행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직원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임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임금 

절도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마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obert Tendy 퍼트넘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임금 절도는 큰 

문제이고, 특히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임금 절도 행위는 가장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들게 번 돈을 착취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보이는 일부이며, 우리 카운티의 임금 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히 다룰 것입니다."  

  

Melinda Katz 퀸즈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사업을 하기로 선택한 

비양심적인 고용주 및 계약업자들은 우리 시와 주의 도난, 사기 또는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 절도는 만연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취임과 동시에 

직원(그리고 주택 소유주)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거 및 근로자 

보호국(Housing & Worker Protection Bureau)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 Letitia James 검찰총장,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Ray Tierney 서퍽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금 절도 방지 

대책위원회(Wage Theft Prevention Task Force)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경계와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우리 노동자들의 돈을 

훔치는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이 협력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Miriam Rocah 워체스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민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착취 행위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산업, 특히 이러한 범죄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임금 

절도 대책위원회의 파트너와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보험 펀드(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사무총장이자 최고경영자인 

Gaurav Vasish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 행위와의 싸움은 뉴욕 고용주들이 가능한 

최저 비용 근로자의 보상과 장애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NYSDOL, 검찰총장실, 그리고 모든 사법당국들이 나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NYSDOL 임금 절도 방지 시스템  

지난 10 년 동안 NYSDOL 은 도난당한 임금 3 억 6,000 만 달러를 회수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백만 명 이상의 잘못 분류된 근로자를 확인했으며, 형사 

사건 및 민사 집행 기관 모두를 통해 4 억 달러 이상의 실업 보험 기여금을 

평가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개인 사업체는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주 및 연방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NYSDOL 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징수를 돕습니다.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뉴욕 시민들은 

labor.sm.ls.ask@labor.ny.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888-4-NYSDOL (1-888-469-7365).  

  

보편적 임금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근로 대가를 법으로 정해놓은 급료입니다.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계약업체와 하청업체는 작업이 수행되는 지역에 따라 공공 근로 

계약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현행 임금 및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위반 사항을 보고하려면 labor.sm.pwask@labor.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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