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 맨해튼의 호텔 경영진의 근로자 학대 및 보복 행위에 해당하는 

대량 해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래디슨 호텔 뉴욕 월스트리트(Radisson Hotel New 

York Wall Street)로 알려진 맨해튼의 클럽 쿼터스 호텔(Club Quarters Hotel)의 Sam 

Chang과 맥샘 호텔 그룹(McSam Hotel Group)에 대한 근로자 학대 및 보복 혐의를 

조사할 것을 주 노동부(State Department of Labor)에 지시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19년 8월 대량 해고가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은 32 대 8의 투표 차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결성은 부분적으로 경영진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한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자랑스럽게도 노조 친화적인 주이며, 

래디슨 호텔 뉴욕 월스트리트의 소유자가 단순히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상으로 뻔뻔스럽게 보복 행위를 한 혐의는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열한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저는 주 노동법의 

위반을 즉시 조사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 활동을 발견하면 

그들은 추가 검토를 위해 국가 노사 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로 

회부될 것이며, 우리는 호텔리어가 법의 최대 범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부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를 위한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 노동부 커미셔너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보복은 이곳 뉴욕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처음 취임한 이래로 주지사는 뉴욕주의 노동자 가정을 위한 경제적 

평등과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으로는 경제 공정성 회복을 

위한 최저 임금 15달러 승인, 전국적인 강력한 일자리 보호 유급 육아 휴직 프로그램 

시행, 실망스러운 "야누스(Janus)" 대법원 결정에 따른 지방 정부 및 주 정부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농장 근로자 법안(Farm Workers 

Bill)을 제정함으로써 뉴욕의 농장 근로자 수천 명에게 단체 교섭권 및 다른 중요한 

보호권을 부여하는 등 역사적 진보를 계속해서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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