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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2015년년년년 7개월개월개월개월 동안동안동안동안 1,8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임금이임금이임금이임금이 반환반환반환반환 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노동자노동자노동자노동자 착취를착취를착취를착취를 방지하기방지하기방지하기방지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적극적인적극적인적극적인적극적인 노력을노력을노력을노력을 계속하며계속하며계속하며계속하며 이이이이 금액은금액은금액은금액은 근로자에게근로자에게근로자에게근로자에게 
반환되는반환되는반환되는반환되는 돈의돈의돈의돈의 기록을기록을기록을기록을 달성달성달성달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5 년의 첫 7개월간, 적절한 최저 임금, 초과 근무나 

복리 후생을 받지 못한 약 19,000명의 근로자들에게 18,143,000 달러를 반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를 나타내며, 이번 기록은 2014년 

27,000명에 3,020만 달러의 기록을 넘었습니다.  
 

“뉴욕은 정직한 하루의 일을 위한 정직한 일의 지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에서 임금 

도용을 단속하고 착취로부터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2015년년년년 1월부터월부터월부터월부터 2015년년년년 7월까지월까지월까지월까지 지출지출지출지출 

지역지역지역지역 지출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 개별개별개별개별 지급지급지급지급 평균평균평균평균 지급지급지급지급 

Capital 
Region $450,000  2,047 $219.83  

Central New 
York $87,000  268 $324.63  

Finger Lakes $299,000  1,517 $197.10  

Long Island $2,410,000  1,605 $1,501.56  

Mid-Hudson $901,000  916 $983.62  

Mohawk 
Valley $134,000  898 $149.22  

New York City $11,603,000  7,598 $1,527.11  

Southern Tier $184,000  292 $630.14  

Western New 
York $736,000  2,090 $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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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Country $75,000  318 $235.85  

* 위의 표에 나와있는 수치 외에, 추가로 노동자들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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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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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는 조사가 약 

2,500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그의 행정부의 초점의 일환으로, 지난 달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에서 노동자 학대 근절에 초점을 맞출 노동자 착취에 대응하는 태스크 포스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종종 임금 절도, 인신 매매, 보복,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불안정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시간 및 소모품, 교육이나 유니폼 불법 공제를 

통해 희생을 당합니다. 태스크 포스는 노동자들이 주 혹은 옹호 단체에서 추천한 기관에 

직접 제기한 불만을 기반으로 해서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주 노동국장 대행 Mario J. Musolino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며 탈취입니다. 임금 도난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부에 의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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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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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에서의 임금 착취 회복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labor.ny.gov/wage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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