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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462명의명의명의명의 버스버스버스버스 기사들에게기사들에게기사들에게기사들에게 291,000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이상이상이상 환급을환급을환급을환급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부문의 뉴욕 국무부의 

조사의 결과로 뉴욕 주에 전체에 걸쳐 Durham Bus location에서 일하는 462명의 

노동자들에게 $291,734.34를 환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임금 도용을 단속하고 노동자가 정직한 하루 노동에 대해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업이 법을 수행하도록 하며 성실한 뉴요커 주머니의 돈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 직원 국제 연합 지역 관계자 200명은 Syracuse의 Durham Bus location에서 

일어나는 위반을 주 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노동부 조사관은 location를 감사하고 

노동자의 과소 임금 및 임금 착취 방지법 위반의 여러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은 

임금 $ 12,680.70 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판결되었고 손해 배상금에 추가 $3,170달러가 

산정되었습니다. 
 

노동부는 Durham Bus와 함께 주 전체의 다른 지역에서 임금 착취가 일어나는지 

조사했고, 궁극적으로 $290,000 이상이 462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 임금 이하로 

지급되었으며 다른 임금 위반 궁극적으로 Albany, Poughkeepsie, Watervliet, Rochester, 

Canandaigua, Schenectady 그리고 Minetto (Oswego County)에서 최저 임금에 대한 

미지급금이 290,000달러 이상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Acting Labor Commissioner, Mario J. Musolino는 “뉴욕 주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합법적인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할 때 노동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환급은 노동 조사관 부서의 노력을 말해줍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노동자의 수백명은 곧 전체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노동자 보호 부서는 노동 기준에 관련된 노동부는 임금 착취에 대해 

조사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빨리 그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 중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부분적으로 정책과 운영상의 개선 



Korean 

덕이며, 그 예로 해결 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사례를 참조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80 퍼센트 이상의 조사가 6개월 안에 곧 완료될 것입니다. 2014년, 거의 30.2백만 달러가 

27,000명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이전 해인 2013 년에 복구된 임금 자금에 

비해 35 % 이상 증가. 
 

최저 임금 또는 기타 노동기준 문제에 대해 문의가 있거나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다음 번호로 문의하십시오888-4-NYSDOL (469-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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