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에 발생한 3,500만 달러가 넘는 착취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상환했다고 발표 

 

추가 임금 및 노동 시간 조사관을 위해 100만 달러를 배정한 2019년도 예산 

 

2016년부터 9,000 명이 넘는 추가 노동자에게 돌아간 상환금 130만 달러 이상 증가 

 

노동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36,000 명이 넘는 뉴욕 주민에게 착취 임금 

상환 

 

2011년 이후 회수된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착취 임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에 임금을 착취당한 피해자 36,446 명에게 

35,370,000 달러가 상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조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서 1 백만 달러의 

지속적인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9,026 명의 피해자가 추가 되었으며, 

13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늘어난 3,400만 달러가 임금 착취 피해자 27,420 명에게 

반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 주정부는 총액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2억 5,840만 달러 규모의 임금이 착취된 것을 발견한 후 임금을 회수하여 

노동자 215,335 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하루의 일을 수행한 

고용인들로부터 정직한 하루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뉴욕 주민 가정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의 구성원입니다. 저는 해당 

주민분들께서 이 행정부가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착취당한 노동자를 위한 태스크포스(Exploited Workers 

Task Force)의 성공에 힘입어, Cuomo 주지사는 직원의 잘못된 분류 및 근로자 착취에 

관한 영구적인 합동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on Employee Misclassification and 

Worker Exploitation)를 만들기 위해 2016년 7월에 제 159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59)을 발령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기관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 3 곳을 복수기관 태스크포스로 통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i)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노동환경, (ii) 길고 불규칙한 근무 시간, (iii) 물품, 훈련, 

유니폼 등에 대한 불법적인 공제 등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름이 

명부에 올라가지 않은 채 일하기 쉽고 위험한 직업을 가지며 자주 고립된 장소에서 

지냅니다. 

 

임금 회수 활동에 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재 부서(Mediation Unit)와 보복 방지 

부서(Anti-Retaliation Unit)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내에서 출범했습니다. 중재 

부서(Mediation Unit)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보복 방지 부서(Anti-Retaliation Unit)는 

노동법(labor law) 위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했거나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처해지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활동합니다.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저희는 임금을 도난당한 

노동자들이 착취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금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싸움에서 미국의 리더로 뉴욕이 명성을 쌓는 데 

도와주신 헌신적인 조사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표는 2017년 임금 착취를 당하고 일반 직종별 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제공합니다. 

 

지역 반환 금액 노동자 수 

Capital Region $2,440,000 8,887 

Central New York $806,000 720 

Finger Lakes $744,000 1,066 

Long Island $5,182,000 2,377 

Mid-Hudson $4,108,500 2,389 

Mohawk Valley $387,500 374 

New York City $15,560,000 15,577 

North Country $700,000 656 

Southern Tier $666,000 581 

Western New York $2,900,000 2,727 

뉴욕주 전체* $1,876,000 1,092 



 

 

지역 반환 금액 노동자 수 

합계 $35,370,000 36,446 

*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돌려주는 착취 임금은 여러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착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팁만 지급, 

• 일한 시간을 계산할 때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에 대한 일당 지급, 

• 주당 기본 근무 시간인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 미지급, 

• 정확한 일반 직종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날에 배정된 작업 사이의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 미지급, 

• 최종 임금 지급 보류, 

• “훈련”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 필수 유니폼 및 장비 대금을 직원에게 청구. 

 

기준임금은 공공사업의 근로자 채용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사업 계약하에 고용된 모든 인부, 근로자 혹은 정비공에게 적용합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공공사업부(Bureau of Public Work)는 이 법에 대한 집행을 책임지고 각각의 

지역에 대한 임금 지불을 결정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작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편적 임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일반 직종별 임금에 대한 임금법(wage law)을 위반한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정부발주공사 입찰을 금지할 권한을 갖습니다. 

 

임금 착취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1-888-4-NYSDOL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종별 임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금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금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종별 임금 사기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가까운 사무소에 신고하기 위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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