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첫 3달 동안에 보편적인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에 300만 달러 

이상 환급 발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환급한 임금이 60% 이상 향상 

 

1,300명 이상 근로자에 환급 

 

14개의 사업체가 공공사업 프로젝트 참여에 금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첫 번째 분기에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보편적 임금법 집행 노력으로 3,137,910달러의 임금과 

이자를 1,367명의 근로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밖에 민사 처벌로 

보편적 임금법을 어긴 고용주들에게 125,500달러의 벌금을 안겼으며 연초부터 14개의 

개인 혹은 사업단체에 사업참가를 금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적당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피해가고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려 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조치로 하여 더욱 공정하고 모든 뉴욕 시민에 평등한 단계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이 수치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환급한 금액보다 62% 향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에는 1,109명에게 1,936,000달러 환급하였으며 9개의 단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보편적 임금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근로 대가를 법으로 정해놓은 급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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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법을 위반한 개인 혹은 사업 단체를 최대 5년간 공공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금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음은 지역별 첫 분기 환급 내역입니다. 

지역 반환 금액 근로자(명) 

주도 지역 65,210 달러 241 

센트럴 뉴욕 33,545 달러 109 

핑거 레이크스 35,265 달러 48 

롱아일랜드 291,006 달러 131 

미드 허드슨 밸리 1,054,686 달러 258 

모호크 밸리 115,365 달러 41 

뉴욕시 103,260 달러 174 

노스 컨트리 133,003 달러 8 

서던 티어 168,690 달러 76 

웨스턴 뉴욕 1,137,880 달러 281 

합계 3,137,910 달러 1367 

주 노동부 커미셔너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보편적 임금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보편적 

임금법은 입찰자가 자신들이 가진 기술, 생산성 및 경험에 근거하여 경쟁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 착취의 인센티브 제거를 보장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중요한 보호 

조치 집행에 긍지를 느낍니다.” 

 

뉴욕주 보편적 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labor.ny.gov/workerprotection/publicwork/PWContents.shtm. 

 

사업이 금지된 사업체를 포함한 금지 관련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labor.ny.gov/workerprotection/publicwork/PWDebarmentInforma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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