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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2016년
년 첫 3개월
개월 동안 반환한 임금이 1,000만여
만여 달러라고 발표하다
17,000여명의 임금착취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다

주지사, 근로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면서 근로자에게 반환되는
엄청난 돈의 기록을 세우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 첫 세 달 동안 임금착취 피해자
17,000여명에게 1,000만여 달러를 반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 해 첫
1분기의 총액 900만 달러를 뛰어넘는 것으로, 뉴욕주는 2015년에 반환된 빼앗긴 임금
3,150만 달러를 초과하는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임금 반환
액수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뉴욕주의 여러 산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근로자 착취를
뿌리 뽑겠다는 주지사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뉴욕주는 근로자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임금을 속이고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에게
무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근로자
착취를 없애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앞으로도 부도덕한 사업주들을 적극적으로 엄중 단속하여
공정한 하루 노동에 공정한 하루 임금을 보상 받도록(fair day’s pay is paid for a fair day’s
work)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표는 2016년 첫 1분기에 임금 착취 피해를 입은 17,208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반환된 1,020만 달러의 지역별 내용입니다:
지역

근로자 수

Capital Region

262,753.86달러

982명

Central New York

150,375.10달러

387명

Finger Lakes

106,715.34달러

398명

Long Island

1,386,654.35달러

1,434명

Mid-Hudson

512,511.68달러

646명

18,044.26달러

42명

7,431,566.22달러

11,318명

Mohawk Valley
New Yor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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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금액

North Country

32,268.86달러

150명

Southern Tier

74,455.64달러

149명

261,699.35달러

1,702명

Western New York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가장 흔한 방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팁만 지급한다
• 한 일에 대한 일당을 지급한다. 이는 근로한 시간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근무를 한 주에 40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 초과시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같은 날 배정 받은 근무를 하는 사이 이동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는다
• 최종 급료를 주지 않는다
•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급료를 주지 않는다
• 근로자에게 필수 유니폼이나 장비 비용을 부과한다
Cuomo 주지사는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근로자
착취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흔히 학대 피해자이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이민자이거나 자주 임금 착취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업 환경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으며, 노동
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며, 소모품, 교육, 유니폼 등을 핑계로 부당하게 비용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신매매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직원 명부에 올라 있지도 않고,
위험한 일을 하고, 종종 지리적으로 외딴 곳에서 근무합니다.
주지사의 착취 근로자 태스크 포스의 산하 기관으로는 노동부, 뉴욕주 경찰청,
산재위원회, 뉴욕주 국무부, 세무재무부, 농업시장부, 보건부뿐만 아니라 뉴욕주 주류청,
인권관리국, 아동가족서비스국, 형사정의과, 신앙기반서비스실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의 임금 착취 반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labor.ny.gov/wage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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