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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대법원의 야수적인 판결에 대응 

 

Janus 판결에 대해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화당과 대기업이 

노동 운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년간 시도해 왔던 일을 바로 성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뉴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Janus 판결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와 억만 

장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결정입니다. 이 재판은 미국 전 지역에서 근면한 남녀 

노동자의 의견을 약화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온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야누적인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1조(First Amendment)가 개개인의 

개인적인 견해에 반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온 후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비자발적 

지불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추론은 현실을 

가리는 연막입니다. 비노조원은 이미 그러한 경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치 

활동에 사용된 모든 기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시급, 건강 보험, 

기타 혜택 등을 포함하는 단체 교섭 협약을 협상하면서 모든 직원을 대표합니다. 

 

대법원은 공화당과 대기업이 노동 운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년간 시도해 왔던 

일을 바로 성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뉴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만 노동 운동의 불길이 뉴욕 바로 여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주 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노동 운동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약속을 계속 구현할 것입니다. 

 

뉴욕은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주입니다.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 팩토리(Triangle 

Shirtwaist Factory) 화재를 계기로 뉴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가 

되기 1 세기 전에 노동 운동이 여기에서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뉴욕에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평균 노동조합 가입률의 두 배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노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노동 계급이 이 주를 

지키는 제일 좋은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묵묵히 일에 집중하고 

있는 뉴욕 주민을 위해 안전한 조건을 요구하고 기업의 탐욕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동조합을 적이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공화당원들과 Janus 재판 뒤에 있는 공화당원들은 경제적 진보와 

과거의 유물에 대한 적으로 노동 계급을 악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40년에서 1970년까지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불평등은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계속 성장해도 부유층과 

노동 계급 사이의 격차는 커져 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노동 계급에 편입되면서, 

부유층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근로 조건은 악화되어 감에 따라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우리가 최고라는 사실을 노동 계급이 대변하기 때문에 노동 계급에 

가치를 둡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교사들의 몫입니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우리 도로를 치우고 

공원의 문을 열고 지키며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정부 직원들입니다. 

우리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지역 경찰이 담당합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21 세기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노동 계급이 이 나라가 이제까지 알아 온 가장 큰 변화를 주도해 온 

대리인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 계급의 의견에 따라 노동자는 중산층의 

기반을 닦았으며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다음과 같은 승리를 거두며 위대한 진보적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 노동 시간을 주당 40 

시간으로 설정하고 최저 임금을 정하며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공정한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성 차별적인 임금을 금지하는 평등한 임금법 (Equal Pay Act), 

직업 안전 및 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이러한 진보적인 성과 중 어느 하나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업적들은 수백만 명의 남녀 노동자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 

공평한 몫을 공유할 수 있기를 염원하여 얻어 낸 결정적인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노동조합은 계속 사회적 변화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노동조합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이자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노동 

계급이 없었다면, (1) 우리는 미국 내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을 부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급 15 달러를 최저 임금으로 결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우리는 



 

 

뉴욕 주민이 임금과 사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을 결코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3) 우리는 도로, 교량, 대중 교통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야심적인 인프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 운동이 시민권 운동과 같이 사회 정의를 위한 다른 운동에서 수행해 왔던 

핵심적인 역할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Martin Luther King J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 운동은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생활 수준을 높임으로써, 노동 계급은 기적적으로 산업 시장을 만들었으며 국가 전체의 

생산 수준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노동 계급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 버리고 있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연방 정부가 노동 운동을 퇴보시키려고 시도하는 동안, 우리는 역사적인 친 노동 계급적 

의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직종별 임금(prevailing wage)을 강행하고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장려하며 모든 산업에서 노동자의 착취를 근절하면서 근면한 남녀 

노동자를 우선 작업 현장에 배치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노동조합원들이 주정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우리는 올해 초 우리의 공공 부문 작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익 단체가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 법안에 대해 노동 조합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환경에서 법 집행관 및 교사 등과 같은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시도하는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을 예방하는 일은 노동 운동에 있어 필수적인 일입니다. Janus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노동조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Janus 판결은 억만 장자들이 재정 지원한 우익 콘퍼런스에서 여러 해 동안 비용을 

들여서 보호 조치를 없애려고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는 미래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우리는 이 판결문에 요약된 빈곤한 아메리칸 드림보다 더 나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노동 계급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 특별 기고문은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에 실렸으며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ydailynews.com/opinion/ny-oped-janus-workers-20180627-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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