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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콜센터 일자리 법(NEW YORK CALL CENTER JOBS ACT)에 

서명  

  

뉴욕의 콜센터 일자리를 보호하는 법안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콜센터들에 지난 5년간 받은 주의 혜택을 상환하도록 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콜센터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 콜센터 

일자리 법(New York Call Center Jobs Act)을 제정하는 법안(S.1826C/A.567C)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콜센터가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일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일자리를 밖으로 옮기는 고용주에게 심각한 재정적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콜센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뉴욕의 일자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모든 콜센터를 공개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내에서 규칙을 수립하고, 그러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보고하지 못한 회사에 심각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또한, 주에서 콜센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일자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고용주에게 지난 5년간 콜센터가 받은 

보조금이나 보증 대출의 가치를 상환하고, 회사가 향후 5년 동안 뉴욕주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 기관은 콜센터 및 고객 서비스 계약이 뉴욕에서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콜센터를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고용을 최소 30% 

감축하는 모든 센터 고용주의 연간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목록은 부서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콜센터 일자리 법(New York 

Call Center Jobs Act)의 서명으로, 뉴욕주는 경제적 혜택에 주 달러를 지출할 시 결과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법안을 앞서 지원한 사람으로서, 

저는 전미통신근로자회(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CWA) 리더십 및 



 

 

노동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하여 기업들이 주 계약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후 해외에 

일자리를 외부 조달하고 뉴욕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의 제 동료들에게 입법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Cuomo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께서 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기업들은 임금이 높은 뉴욕 일자리 콜센터를 해외로 유출하면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들은 고용주가 주 밖으로, 

점점 나라 밖으로 일자리를 유출해, 느슨한 근로자 보호와 지불 규칙을 이용하여 근면한 

뉴욕 주민들을 희생시켜 이익을 늘렸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통해, 뉴욕은 전국의 

콜센터에서 일하는 근면한 여성과 남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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