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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공공 프로젝트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노동법 및 규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 공공 프로젝트 및 대상 민간 사업에 종사하는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S.5994C/A.1338C)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고 기존 노동법과 규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 공공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계약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S.5994C/A.1338C)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기를 줄이며, 

근로자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하는 계약업체들에게 세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중심이며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법안(S.5994C/A.1338C)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에 입찰하고 뉴욕에서 공공 

보조금을 수령하는 특정 대상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개시하는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를 위한 등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2년마다 사업에 대한 일련의 공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기존 노동법 및 일반적인 임금 요건을 포함한 노동자 보상법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등록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주 및 지방 

기관이 뉴욕 노동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와 협력하도록 

보장합니다.  

  

Sean Ry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업체들이 직원들을 공정하게 

처우하는 프로젝트에만 세금이 쓰이도록 보장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부도덕한 

행위자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William B.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등록 시스템은 공공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노동자들을 

적절하게 처우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나왔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게 제안한 아이디어가 법제화된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인 Roberta Reard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등록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불되는 우리의 공공 프로젝트가 뉴욕의 

노동법을 따르는 계약업체와 하청업체에 의해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일당을 보장하며, 저는 공공 프로젝트를 입찰에 부칠 때 국가와 지역이 

계약업체의 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건물 및 건축 무역 협회(New York Stat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회장인 Gary LaBarbe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성 및 책임 소지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양심 없는 계약업체들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뉴욕은 이 법안을 통해 납세자 수입과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을 

받는 계약업체들이 그들이 정직한 사업체임을 입증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가 

수천 개의 공공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등록 시스템은 

현행 임금법을 시행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주신 입법 

리더이자 법안 후원자인 Ryan 상원의원과 Magnarelli 하원의원과 함께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스 애틀란틱 지역 목수 협의회(North Atlantic States Regional Council of 

Carpenters) 재무 차관보인 Bill Banfie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수들은 계약업체 

등록법에 서명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현행 임금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계약업체들은 근로자, 납세자, 건설 업계의 청렴성을 기만합니다. 

오늘 주지사님께서 서명하신 계약업체 등록법은 공금을 사용할 때 법률을 준수하는 

계약업체들이 건설 작업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건설 업계의 공정성은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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