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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시민들이 생활비 상승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발표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욕의 최저 임금 지수를 제안하여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들,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들에게 혜택 제공   

   

근로자와 고용주가 21세기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주지사는 주의 

노동력 개발 인프라와 공무원 개혁을 강화하고 능률화하여 주의 노동력을 현대화하고 

인재 파이프라인을 성장시킬 계획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3년 시정의 일환으로 뉴욕의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지수화함으로써 저임금 뉴욕 시민들이 상승하는 생활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매년 주정부의 최저 임금은 북동부 

지역의 임금 근로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최선의 지역 척도입니다. 이 제안은 뉴욕주 전역의 

수십만 명의 최저 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시민들이 오늘날의 경제에서 번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현대 공공 

부문 노동력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의 입증된 노동력 개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합리화할 여러 가지 새로운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경제성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싶다면, 

우리는 뉴욕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비 증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려는 우리의 상식적인 계획은 

수십만 명의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와 기업에 더 많은 지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노스 이스트 지역의 전년도 임금 근로자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Wage Earner, CPI-W) 증가에 따라 주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단일 

연도의 증가가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연간 증가액은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특정 경제 또는 예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off-ramp)"를 허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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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력에 투자함으로써 뉴욕주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은 취임 후에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으며,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노동력 개발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은 어떤 뉴욕 시민도 

미래의 경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 공무원 부서(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ivil Service) 커미셔너인 

Timothy R. Hogu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전역의 많은 고용주들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 전반에 걸쳐 자리를 채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전염병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공무원 과정을 재구성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대담한 리더십은 모든 뉴욕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 시험 모델을 지원할 것입니다. 공무원 부서는 

공무원 일자리 진입 장벽을 없애고 구직자를 있는 곳에서 만나고, 모든 뉴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능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접근 방식을 현대화함으로써 주지사의 비전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맞게 지수화하는 것은 근로자 임금의 구매력을 매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불균형한 몫을 차지하는 여성들과 유색인종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이 15달러 이상인 3개 주를 포함하여 다른 17개 주에서 현재 최저 

임금을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경제 공식과 연계하거나 연계할 예정입니다. 경제 연구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은 빈곤 감소, 사회 지원 지출 감소, 자극적인 지출, 근로자 생산성 

향상 및 기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비용을 충족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전의 조치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주지사는 작년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이외의 카운티에 대한 최저 임금 인상을 시간당 14.2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의 일부로 가정 보건 보좌관에 대한 

최저 임금 인상을 확보했습니다.   

   

주 교육 및 고용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능률화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의 노동력 개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주정부의 재능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고용주가 21세기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노동부(NYSDOL) 경력 센터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숍인 커뮤니티 트레이닝 및 커리어 

센터(Community Training and Career Center)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전문 기술 

트레이너들은 이러한 활성화된 센터에서 디지털 및 금융 리터러시와 기업가정신과 같은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실업자 및 실업자가 아닌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수요가 많은 산업과 채우기 어려운 직함에 초점을 맞추어 매년 수천 명의 

근로자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현장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career-center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0965b71a5a44e76f5de08daf33f9be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897517746784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FprWghDVkEg4AR7zD5YMBSWXgXLbWfTZjoOSKYLUxU%3D&reserved=0


   

주지사는 또한 뉴욕 시민들이 다양한 취업 준비와 전문 교육 서비스에 무료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뉴욕 DOL과 뉴욕주립 대학교(SUNY)가 경력 센터와 SUNY 교육 기회 

센터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통합 접근 방식은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기업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고 구직자에게 등록금 무료 교육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SUNY의 강력한 교육 및 교육 부문으로 서비스를 보완함으로써 

입증된 NYSDOL 경력 센터 모델을 강화할 것입니다. NYSDOL과 SUNY는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교육 기회에 접r근하고 포괄적인 전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방 기금을 

마련하고 다른 주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이를 통해 디지털 사용능력 및 전문 기술 훈련, 이력서 

개발, 구직 및 네트워킹 지원 및 고용 장벽을 줄이는 기타 서비스와 결합된 달성 가능한 

졸업장 및 자격증을 통해 오늘날의 고용 시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공공 노동력 재건   

Hochul 주지사는 또한 앞으로 5년 안에 주 인력의 26% 이상이 퇴직 자격을 갖게 되는 

15,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시자의 전략은 다음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뉴욕주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공공 인력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응시자들에게 더 많은 시험 기회를 주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   

• 현장 공무원 서비스 전문가들이 공무원부, 뉴욕주 기관, 지역 교육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구직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락처 역할을 할 뉴욕주 전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정부 경력 센터 설립,   

• 주정부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금 구조를 현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   

• 재택근무 및 하이브리드 작업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 사무실 

건물 현대화,  

• 뉴욕주 직원들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   

• 뉴욕주와 함께 직업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공무원 문제(Public Service Matters) 

캠페인 시작  

• Nurses for our Future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수상 라운드 수립. 이 이차 자금 

지원은 수혜자들이 졸업 후 주 기관에서 간호직으로 일하도록 장려하여 다음 

세대의 간호사들을 주 정부에서 보람 있는 경력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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