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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국 연방 대법원의 JANUS 판결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에 지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체 교섭 및 노동 조합 가입에 관한 공공 부문 고용주 및 

고용인의 권리를 요약하는 지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의 Janus 판결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에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8년 6월 27일, 비 노조원으로부터 노조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부문 

노조의 권리와 관련하여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된 법을 뒤집은 Janus 대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 직원 미국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협의회 31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의 고용인 및 고용주 모두 이 

논쟁적인 판결에 따라 실제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Janus 판결이 고용인의 권리 및 고용주의 의무의 많은 부분을 변경하지 않으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Janus 판결은 노동 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제가 뉴욕 주지사로 있는 한, 우리는 노동 조합원을 보호하고 노동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고용주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를 알리고 고용인에게는 자신의 권리가 여전히 뉴욕주 법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지방 정부, 공립 병원, 

교육청, 대학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 고용주에게 지침을 보냅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법원의 이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뉴욕주의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이 판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은 노조를 

중시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조를 중시해 온 주였습니다. 우리 주는 미국에서 

노동 조합 가입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국가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가입율입니다. 연방 

차원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동 운동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https://www.labor.ny.gov/janus-guidance.shtm
https://www.labor.ny.gov/janus-guidance.shtm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Janus 판결은 미국 전 

지역의 근면한 남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판결입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노동 조합을 

위해 앞장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State 

Department of Labor)가 발표하는 지침은 공공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Janus 판결의 

의미와 그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전에 Cuomo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의 Janus 판결에 대응하는 주정부의 첫 번째 조치로 

괴롭힘과 협박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노동조합원이나 노동조합원 후보자를 

괴롭히는 개인 및 단체를 신고하여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Janus 판결은 노동 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공공 부문 고용인들로부터 공정한 노조 

업무 대행 수수료 분담금을 받는 노동 조합의 권리와 관련하여 잘 확립된 법과 관행을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은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판결을 분명히 설명하는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Janus 판결의 유일한 변경 사항은 공공 부문 고용주가 비 노조원의 임금에서 노조 업무 

대행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 조합이 비 노조원 고용인의 긍정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비 노조원으로부터 노조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 부문 고용주와 고용인의 모든 기타 권리 및 의무는 뉴욕주 법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노동 조합이 조합비 공제 카드 또는 회원 목록과 

같은 노동 조합원에 대한 기타 유사한 증거를 공공 고용주와 이전에 고용인으로부터 

노동 조합비를 받은 고용주에게 제출했습니다. Janus 판결은 노동 조합이 새로운 조합비 

공제 카드를 받거나 기타 노동 조합 가입 증거를 얻거나 노조원으로부터 조합비를 거둘 

수 있는 공공 부문 고용주의 의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노동 

조합은 고용주가 이전에 조합비를 공제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승인 카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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