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버니 메드(ALBANY MED)의 위협 및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이후, 병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낼 것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지시  

  

Cuomo 주지사: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녀 직원들과 연대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배치를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 주정부 

지원금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에 가입하기 위한 공인 간호사들의 투표에 앞서 발생한 올버니 의료 

센터(Albany Medical Center)의 위협과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이후, 

안전한 직원 배치와 조합 유지를 지원하도록 병원들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보낼 것을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에 지시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노동 조합 조직 활동을 관장하는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법과 규정이 있으며, 노동 조합 

활동을 하는 직원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회유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병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노동 조합 활동을 장려하는 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노동 조합이 공격 받고 있는 시기에, 뉴욕은 

우리의 노동 조합 형제 자매 조합원들과 노동 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특히 

뉴욕주 전 지역의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연대에 나섭니다. 의료 서비스는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 주정부 지원금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녀 직원들과 연대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배치를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은 뉴욕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뉴욕주 일자리의 약 

칠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주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 환자를 위한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며, 

병원의 안전한 직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 병원을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삭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기 위해, 작년에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을 폐지하려고 상정한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법안에 

반대하는 성공적인 싸움을 지지했습니다.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edicaid Redesign Team)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팀은 뉴욕의 이행 시스템 

개혁 인센티브 지급(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ayment)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정부 재투자금 80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3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올버니 메드(Albany Med)에서 발생한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지시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올버니 메드(Albany Med)의 공인 간호사들은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에 가입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병원들에게 보낸 이 통지문은 남녀 노동자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뉴욕의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기울인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1년부터 주지사는 노동자 착취 근절, 프로젝트 노동 협약 지원, 전체 조합비의 

주정부 세금 공제 허용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노동하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지사는 2017년 한 해에 총액으로 3,500만 

달러가 넘는 착취된 임금이 회수되어 36,000 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 

이달 초에 발표했습니다.  

  

화요일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남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Janus 대 미국 주정부, 카운티 

정부, 지자체 공무원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소송 사건의 불리한 판결을 예상하여 뉴욕의 공공 부문 직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늘리고 노동조합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전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연방 정부가 취한 고의적인 조치에 맞서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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