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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네일살롱들이네일살롱들이네일살롱들이네일살롱들이 600여여여여 명의명의명의명의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2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미불미불미불미불 임금임금임금임금 및및및및 

손해배상금을손해배상금을손해배상금을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지불하도록지불하도록지불하도록 지시지시지시지시 

 

근로자와근로자와근로자와근로자와 옹호기관들은옹호기관들은옹호기관들은옹호기관들은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개혁에개혁에개혁에개혁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전환전환전환전환’과과과과 

‘커다란커다란커다란커다란 진전진전진전진전'에에에에 박수박수박수박수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네일살롱 업계 단속 태스크포스가 143개 

네일살롱에 652명의 직원들에게 200만 달러의 미불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지사의 태스크포스 창설과 후속 업계 개혁 제정 

1주년을 맞아, 업계 근로자들과 옹호 기관들은 이 회수를 Cuomo 지사의 이니셔티브가 

가져온 “커다란 진전”의 또 하나의 예로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고용한 근면한 직원들을 착취하는 관행을 전례 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충분한 노동 시간 보장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며 뉴욕 주는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5월에 Cuomo 지사는 만연된 네일살롱 근로자 착취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네일살롱 업계 단속 태스크포스를 창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뉴욕주 노동부가 이끄는 

태스크포스는 450여 네일살롱 업소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38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태스크포스 창설에 이어 뉴욕주는 또한 보증금 요건에서 보호 장비 표준 및 공고 게시에 

이르는 네일 살롱에 대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개혁 내용: 

 

권리권리권리권리 장전장전장전장전: 네일살롱은 쉬운 언어로 작성된 법정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네일샵 근로자의 권리장전을 모든 직원들과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권리 장전은 네일살롱에서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채권채권채권채권 및및및및 보험보험보험보험 요건요건요건요건: 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네일 살롱은 법정 임금과 

기타 일반 비즈니스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 및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네일 살롱 업주가 임금 반환을 명령 받을 경우 새로운 법규에서는 이 살롱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자금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4월 8일까지 주 전역의 약 4000개 네일살롱이 

임금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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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지원지원지원지원: 주지사는 비인가 네일살롱 근로자에게 엄청나게 높은 

비용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도록 하는 대신 훈련생으로 뉴욕주에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허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근로자들은 관련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업주에게도 인질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네일 살롱 근로자들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종합 자료에 액세스하여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4월 첫 주까지 주정부는 

2000여건의 네일 훈련생 지원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개인개인개인개인 보호보호보호보호 장비장비장비장비 및및및및 환기환기환기환기 요건요건요건요건: 사업자는 마스크와 장갑 등 올바른 보호 장비의 적절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일살롱에 대한 새로운 환기 기준 관련 규정은 여론 

수렴을 위해 게시되었습니다. 많은 살롱 소유자들이 이전에는 장갑과 네일 클리퍼 같은 

용품에 대해 매니큐어리스트에게 비용을 부과하였습니다. 

 

추가추가추가추가 언어로언어로언어로언어로 시행되는시행되는시행되는시행되는 면허면허면허면허 시험시험시험시험: 주무부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시험 외에 네팔어, 티베트어, 베트남어로 된 면허 시험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 교육 자료가 주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배부되어 근로자들이 시험에 대비한 커리큘럼과 공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살롱 소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주정부는 뉴욕주 전역에서 34회의 

정보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중국계 및 한국계 미국인 네일살롱 소유자 협회를 

위해서는 참석자들에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새 

규제에 대한 팩트시트를 12개 언어로 배포하였습니다.  

 

Adhikaar의의의의 공동설립자공동설립자공동설립자공동설립자 겸겸겸겸 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 Luna Ranjit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가 네일살롱 업계 개혁을 시행한 이래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에는 

무면허 근로자를 정식 인력에 편입시키기 위한 역사적 훈련생 면허 프로그램,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추가 언어로 된 면허 시험 시행, 임금 절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 채권이 포함됩니다. 주 검열 시에 방문한 네일살롱의 

다수에서 임금 절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한 살롱의 근로자들도 이제 힘들게 번 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직업안전보건위원회직업안전보건위원회직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실무실무실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Charlene Obernaue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규제 및 입법 1주년을 맞이하여 NYCOSH는 이 역사적 네일살롱 업계 

전환에 일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New York Healthy Nail Salons 

Coalition은 네일살롱 보건 및 안전에 대해 1,000여 명의 근로자를 훈련하였고 그들의 

면허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민온 아시아 및 라틴계 근로자들은 이제 면허 프로세스, 

보호 및 훈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은 네일살롱 근로자 권리장전, 최저 

임금과 보건 안전 법률의 시행이 자기들 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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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 Ambinder, LLP의의의의 변호사변호사변호사변호사 Kara Mill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민 

근로자들을 압도적으로 고용하는 네일살롱 같은 업계는 특히 학대에 취약합니다.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관행에 항의하는 용감한 근로자들이 종종 법의 눈에서는 

이기지만 네일살롱이 가게를 닫았기 때문에 임금 회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같은 

소유주들이 빈번하게 인근에 새 네일살롱을 열어 올바른 컵 아래의 콩을 찾는 데 몇 년 

걸릴 수 있는 법적 쉘 게임을 시작합니다. 새 법률은 이러한 게임을 중단시킵니다. 우리가 

상담한 근로자들은 시간급 지불, 휴식 시간 및 잔업 수당 받기 같은 긍정적 변화를 자신의 

네일살롱에서 보았습니다. 네일살롱 중 하나도 새 법률 때문에 강제 폐업되지 않았으며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근로자 임금 체불 또는 비인간적 근로 조건 없이 영업할 수 없어서 

폐업해야 하는 업소는 우리 지역사회의 손실이 아닙니다.” 

 

네일살롱네일살롱네일살롱네일살롱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Martha Narvaez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변화는 괄목할만 

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적절한 시간급 없이 하루 13시간 일하도록 강요되지 않습니다. 

살롱 소유자들은 무료 노동에 대해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귀가할 수 있고 바쁘면 더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일살롱네일살롱네일살롱네일살롱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Blanca Chimboraz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개입하여 

너무 기쁩니다. 저는 분명히 업계 변화를 목격하였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저의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지불 받고 우리가 겪은 끔찍한 학대가 더 이상 없습니다.” 

 

네일살롱네일살롱네일살롱네일살롱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Minerva Lopez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본인과 동료를 위한 

공정 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편이고 신경을 

쓰며 우리가 부당한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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