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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노동노동노동노동 위원장에게위원장에게위원장에게위원장에게 임금위원회임금위원회임금위원회임금위원회 소집을소집을소집을소집을 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 

 

임금위원회임금위원회임금위원회임금위원회 위원들위원들위원들위원들, 팁을팁을팁을팁을 받는받는받는받는 근로자들의근로자들의근로자들의근로자들의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 처리할처리할처리할처리할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위원장 Peter M. Rivera에게 뉴욕주의 요식업 근로자 

및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관련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권고하기 위해 임금위원회의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입법부가 저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을 제정할 때 수천 명의 뉴욕주민들은 경제 전망이 나아질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발판으로 하여 저는 정당함 

여부를 파악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통제하는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장인 Peter Rivera에게 임금위원회를 소집하고 공청회를 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모든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 7.25 달러에서 8.00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예산 합의에 따라 승인된 일련의 세 차례 변경 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은 2014년 12월 31일에 8.75 달러로 인상되고 다시 2015년 12월 31에 9.00 

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는 필수 기본 급여를 받습니다. 이 기본급여에 추가되는 팁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임금위원회는 요식업 종사자들과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필요할 경우 변경을 권고할 것입니다. 

 

노동계, 비즈니스계, 대중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금위원회는 위원장에게 결과를 권고할 

것이며, 위원장은 2015년 2월까지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요청으로 저는 규정을 검토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권고를 하기 위해 이 

임금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라고 Rivera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지난 번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로 업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팁을 받는 요식업 종사들을 위한 기본급을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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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수정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eather C. Briccetti, Business Council 사장 겸 CEO; Peter 

Ward, 뉴욕 호텔업위원회장; Timothy Grippen, Retired Broome 카운티장.  

 

청문회 일정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부가 실시합니다. 웨비나, 포스터, 요약율 시트, FAQ, 고용주 및 직원에 대한 

추가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labor.ny.gov/minimumwage.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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