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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약 1,500만 달러의 2017년 상반기 착취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발표  

 

노동자 착취에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주지사의 노력, 도움을 받은 21,000 명이 넘는 임금 

착취 피해 노동자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임금 착취 피해 노동자 

21,271 명에게 1,48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3,600 명의 

노동자에게 총액 2,640만 달러를 지급한 작년의 기록을 초과하는 속도입니다. 이러한 

임금 지급은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업종에서 자행되는 노동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 주정부는 

총액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5,000만 달러가 넘는 임금이 착취된 것을 발견한 

후 임금을 회수하여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노동자들을 속이고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착취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날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뉴욕 주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노동자 착취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표는 2017년 상반기 6개월간의 임금 착취 피해 노동자 21,271 명에게 배분된 

14,841,500 달러의 지역별 내역을 보여줍니다.  

 

지역  반환 금액  노동자 수  

주도 지역  477,700 달러  2,277  

센트럴 뉴욕  86,900 달러  189  

핑거 레이크스  250,000 달러  661  



롱아일랜드  2,515,000 달러  1,643  

미드 허드슨  1,043,000 달러  1,403  

모호크 밸리  27,700 달러  144  

뉴욕시  8,000,000 달러  11,641  

노스 컨트리  505,000 달러  416  

서던 티어  35,600 달러  90  

웨스턴 뉴욕  500,600 달러  1,634  

뉴욕주 전체  1,400,000 달러  1,173  

합계  14,841,500 달러  21,271  

*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돌려주는 착취 임금은 여러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착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팁만 지급,  

         (ii) 일한 시간을 계산할 때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행한 일에 대한 

일당 지급,  

         (iii) 주당 기본 근무 시간인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 

미지급,  

         (iv) 동일한 날에 배정된 작업 사이의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 미지급,  

         (v) 최종 임금 지급 보류,  

         (vi) “훈련”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vii) 필수 유니폼 및 장비 대금을 직원에게 청구.  

   

2015년 미국 최초로 만들어진 착취당한 노동자를 위한 태스크포스(Exploited Workers 

Task Force)의 성공에 힘입어, Cuomo 주지사는 직원의 잘못된 분류 및 근로자 착취에 

관한 영구적인 합동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on Employee Misclassification and 

Worker Exploitation)를 만들기 위해 2016년 7월에 제 159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59)를 발령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보통 학대의 

피해자이지만 보복의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기관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 3 곳을 복수기관 

태스크포스로 통합했습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이며 빈번하게 임금 착취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은 보통 (i)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노동환경, (ii) 길고 

불규칙한 근무 시간, (iii) 물품, 훈련, 유니폼 등에 대한 불법적인 공제 등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름이 명부에 올라가지 않은 채 일하기 쉽고 위험한 직업을 

가지며 자주 고립된 장소에서 지냅니다.  

   

또한 주지사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안에 중재 부서(Mediation Unit)와 보복 

방지 부서(Anti-Retaliation Unit)를 만들었습니다. 중재 부서(Mediation Unit)는 업주가 

근로자에게 착취한 임금을 노동자들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합니다. 보복 방지 부서(Anti-Retaliation Unit)는 노동법(labor law) 

위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했거나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처해지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활동합니다.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기업의 압도적인 다수는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법을 어기는 나쁜 업주들을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거나 또는 피해 노동자를 위해 우리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셔도 됩니다.”  

 

임금 착취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1-888-4-NYSDOL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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