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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약 350명의 경마장 백스트레치 근로자를 위한 임금 1백만 달러 회수 

발표  

  

뉴욕주는 10명의 고용인에게 추가 269,000달러를 상환하도록 명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주로의 백스트레치 고용주들에 대한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조사에 따라 약 350여 명의 근로자를 

위해 빼앗긴 임금, 손해 및 벌금 약 1백만 달러를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금 착취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임금을 보류하거나 근면한 고용인들을 위협, 협박하고 마땅히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고용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자랑스럽게 함께 법을 

어기는 파렴치한 고용주로부터 힘들게 얻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임금 착취 및 표준 이하의 주택 조건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금을 회수하였습니다.  

  

• 채드 씨. 브라운 주식회사(Chad C. Brown Inc.)의 소유주 Chad C. Brown은 

최저 임금 및 초과근무 요건을 위반하여 말 사육자와 말을 끌고 걷는 일을 

한 119명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526,427.35달러로 임금, 손해 배상 및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Chad 

Brown은 의도적으로 특별 비자로 일하러 온 외국 근로자에게 각각 현금 

1,500.00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과하여 연방 및 뉴욕법을 

위반했으며, 이 돈은 미지급된 임금과 함께 근로자에게 반환됩니다.  

• 키아란 맥러플린 레이싱 스테이블 주식회사(Kiaran McLaughlin Racing 

Stable Inc.)는 최저 임금 요구 사항을 위반, 말 사육자와 말을 끌고 걷는 

일을 한 89명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304,646.82달러의 임금, 손해배상 및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린다 라이스 레이싱(Linda Rice Racing)은 113명의 직원에게 최저 임금과 

초과근무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133,747.25달러의 미지급 임금, 손해 배상 

및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제임스 에이. 저킨스 주식회사(James A. Jerkins Inc)는 최저 임금 요구 

사항을 위반해 17명의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13,991.00달러의 미지급 

임금, 손해 배상 및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5명의 고용주가 임금 착취와 적절한 급여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여 약 

13,000달러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경마장들은 뉴욕주 노동법(Labor Laws)을 위반하고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들에게 다음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시브만갈 레이싱 스테이블 유한회사(Shivmangal Racing Stables LLC)와 

Doodnauth Shivmangal은 최저 임금 및 초과근무 규정을 위반하여 8명의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미지급 임금, 손해 배상 및 벌금으로 

179,283.44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 레오 오브라이언 스테이블 주식회사(Leo O'Brien Stable Inc.)는 기록 보관 

및 식사 기간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두 명의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미지급 

임금, 손해 배상 및 벌금 88,809.78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같은 회사는 

추가로 한 명의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55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착취하면 직원, 규칙을 따르는 다른 

기업, 또 결국 적발되는 고용주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이는 임금 착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임금을 착취당한 모든 근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의와 

보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임금 문제로 근로자를 속이는 고용주가 뉴욕의 사업체들을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뉴욕주의 순종마 산업은 주에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약 19,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 동력입니다. 모든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순종마 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주는 주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1년에 취임한 후, 주 정부는 3억 달러에 달하는 

착취당한 임금을 회수하여 280,0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환했습니다.  

  

고용주 사기를 신고하려면 무료 전화 (866) 435-1499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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