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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창고 근로자 법에 서명  

  

법안(S.8922A/A.10020A)에 따라 근무 속도 데이터를 공개가 의무화되고 합법적이지 

않은 업무 속도 쿼터를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 보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창고 근로자 보호법(Warehouse Worker Protection Act)(S. 

8922/A. 10020)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창고 근무자를 불법적이거나 공개되지 

않은 업무량 쿼터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적인 쿼터를 충족하지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근로자는 공정, 존엄, 존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각종 선물을 나누며 연말연시를 축하하는 가운데, 저는 창고 

근로자 보호법에 서명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창고 고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창고 근로자 보호법(S. 8922A/A.10020A)의 목적은 불합리한 업무 요청으로부터 창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배송 센터는 업무 속도 정보를 현재 및 

과거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비롯해 직장 내 권리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법안은 차별적 행위 또는 해고 등 악질적인 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정해진 업무량 및 속도 쿼터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Jessica Ramo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고 근로자 보호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아마존(Amazon)과 UPS 등 기업이 직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빼앗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부정의에 근로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창고 근로자들은 그들에게 기대는 지역사회가 있으며, 그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존 노동 

조합(Amazon Labor Union)과 만남을 가진 Andrea Stewart-Cousins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더욱 강력한 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 의지를 다시 확인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취업 부문에서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노동 운동 세션에서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고 근로자 보호법은 주요 근무지 안전 

조치를 제정하고 아마존과 같은 전자 상거래 대기업이 위험한 근무 환경을 



유지함으로부터 얻는 인센티브를 없앱니다. 이번 법안은 쿼터 사용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Stuart Appelbaum 도소매 및 백화점 판매 연합(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RWDSU)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WDSU는 오랫동안 창고 근로자가 

겪는 부정의를 해결하고 제한이 없는 쿼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고 근로자 보호법(WWPA - 

A10020/S8922) 도입을 지지한 이유입니다. 창고 시설은 뉴욕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뉴욕에서 70개 이상은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2021년 

1월 이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창고 근로자의 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도로 

부담이 있는 근로 쿼터 때문에 창고 근로자는 심장마비, 심근경색, 반복 운동으로 인한 

부상, 관절과 등 문제 등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WWPA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Thomas Gesualdi 팀스터스 조인트 카운슬 16(Teamsters Joint Council 16)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스터 구성원들은 수십년 동안 창고업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투쟁했지만, 아마존의 성장은 다시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창고 근로자 

보호법을 통해 창고 기업 안전 기준을 마련해주신 Hochul 주지사, 법안 제안자인 Ramos 

상원의원, Joyner 하원의원, 기타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창고 근로자를 위한 

권리과 단체 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우리가 거둔 실질적인 승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일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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