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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수 기관 최저 

임금 집행 및 구제 활동 부서 (MINIMUM WAGE ENFORCEMENT AND  

OUTREACH UNIT)의 출범 발표 

 

새로운 최저 임금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 뉴욕주 기관 출신의 조사관 200 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뉴욕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최저 임금을 알아보기 위해 출시한 새로운 근로자 보호  

웹 도구: ny.gov/MyWage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직통전화  

1-888-4-NYSDOL 
 

뉴욕 주민들에게 임금 인상에 관해 알리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공 인식 

재고 캠페인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영어 광고 및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스페인어 광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최저 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200 명의 직원을 갖춘 복수 기관 최저 임금 집행 및 구제 활동 부서 

(Minimum Wage Enforcement and Outreach Unit)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업무로는 미국에서 최초로 활동하는 집행 및 구제 활동 부서 (Enforcement and Outreach 

Unit)는 새로운 임금 규정에 따라 기업도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며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전국 최초로 15달러 최저 임금제를 제정하는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단계별 

일정의 첫 번째 벤치 마크가 시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빈곤하게 

살면서 고통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뉴욕주는 그 해결책을 선도하여 미국에서 최저 

임금을 15 달러로 책정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이 새로운 집행 부서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보장할 것이며 법을 

과시하는 고용주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임금 인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하루 일을 마치고 받아야 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노동부 직통전화 (Department of Labor Hotline) (1-888-4-NYSDOL)로 전화 신고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http://ny.gov/MyWage
https://www.youtube.com/watch?v=jmGrvJfPmPk&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Q-4tukOr7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280QH68TyKM&feature=youtu.be


Roberta Reardon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집행 및 구제 활동 부서 (Enforcement and Outreach Unit)의 출범을 통해, 우리는 

주지사님의 역사적인 입법과 모든 뉴욕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 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누구라도 

빈곤하게 살아서는 안됩니다. 저는 최저 임금 직통전화를 만들고, 근로자 보호 웹 도구를 

만들며, 최저 임금 인상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관들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은 열심히 일하는 남녀 근로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공정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집행 및 구제 활동 부서 (Enforcement and Outreach Unit):  

 복수 기관의 일처리 방식: 이 부서에는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조세부 

(Department of Taxation), 근로자 보상위원회 (Workers Compensation Board), 

주무부 (Department of State)를 포함한 다수의 뉴욕주 기관에서 특별하게 

훈련받은 직원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훈련받은 직원들은 이 새로운 최저 임금 

요율 시행에 포함된 특정 규정 사항들에 대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 웹 도구와 직통전화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사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를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단속: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가 주도하여, 뉴욕주 

조사관들은 기업들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에 응답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최저 임금법을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 뉴욕주 

기관들에서 차출된 약 200 여명의 조사관들은 최저 임금 교육과 단속 활동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들은 시간당 3 달러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들은 또한 100 

퍼센트 민사 처벌 벌금형에 더하여 확정손해 배상액의 100 퍼센트를 밀린 임금과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는 고용주의 노동 인력 

전체와 지불된 임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 활동: 이 부서는 기업들이 자사 직원들의 임금 요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규정 

교육 기회 및 웹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서는 지역별 상공 회의소 및 

비즈니스 개선 지구, (i) 이민자 중소기업, (ii) 노동 조합, (iii) 산업 단체 및 근로자 

지지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기업 양쪽 모두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원책: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기위해 새로운 

홍보 및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 근로자들과 기업에 배포될 것입니다. 지난주 

뉴욕주는 뉴욕 주민들에게 임금 인상 정책을 상기시키며, 노동부 직통전화를 

알리기 위한 대중 인식 재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유튜브 

(YouTube) 여기와 여기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며, TV 방송 품질 (h264, mp4)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또한 유튜브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mGrvJfPmPk&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Q-4tukOr7g&feature=youtu.be
https://www.hightail.com/e?phi_action=app/orchestrateDownload&sendId=3046630553&emailId=4c97c925551dfd3998212e98c4bd841c&s=19104&cid=tx-02002207350200000000


여기에서 스페인어 버전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며, TV 방송 품질 (h264, mp4)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최저 임금 웹 도구 

 

새로운 근로자 보호 웹 도구는 ny.gov/MyWag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웹 도구는 

새로운 임금 요율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만 하는 최저 임금을 근로자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최저 임금은 날짜, 고용 장소, 받을 수 있는 모든 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추가로 임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저 임금법의 추가 측면을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최저 임금 직통전화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최저 임금 직통전화 

 

뉴욕주에 보고된 모든 근로자 불만 사항은 집행 및 구제 활동 부서 (Enforcement and 

Outreach Unit)에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서는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모든 

근로자 또는 공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직통전화 

(Minimum Wage Hotline) 1-888-4-NYSDOL (6-9-7-3-6-5)로 문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조사관들은 잠재적 최저 임금 위반과 최저 임금 직통전화 및 근로자 보호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불만 사항들을 양쪽 모두 능동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이 

부서는 다국어를 구사하는 조사관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주 기관들은 직원과 

고객들이 모든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 근로자들을 위한 12 주의 유급 육아 휴가 및 15 

달러의 최저 임금을 규정하는 미국을 선도하는 법안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유급 육아 

휴가에 더하여, 2020년까지 뉴욕주 전체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최저 임금은 근로 

계급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마리오 쿠오모 

캠페인 (Mario Cuomo Campaign for Justice)을 지원한 수백만의 뉴욕 주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총 근로 인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 23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며, 소비 능력은 157억 달러 이상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집행 및 구제 활동 부서 (Enforcement and Outreach Unit)의 출범은 지난 

6년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종합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주지사는 네일 숍 업계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주지사는 임금 노동자, 농가, 가정, 

식당, 세차장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14개 업종에서 자행되는 노동자 착취 및 학대에 

맞서기 위해 복수 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또한 출범시키는 동시에 네일 숍 

근로자들을 보호하며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80QH68TyKM&feature=youtu.be
https://rcpt.hightail.com/3046369692/2029e9f0154573a9a5bb13306148ca56?cid=tx-02002207350200000000&s=19104
http://ny.gov/MyWag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15-minimum-wage-plan-and-12-week-paid-family-leave-policy-law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multi-agency-enforcement-task-force-tackle-abuse-nail-salon-industr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wide-task-force-combat-worker-exploitation-and-abuse-throughout


최저 임금 15 달러 단계별 시행 일정 

 

최저 임금 15달러 법안은 2016년-17년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통과되었으며, 뉴욕주의 

근로자 가구들에게 경제적 정의 및 공정성을 회복시키려는 주지사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에 기초를 둔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직원 11명의)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뉴욕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이 

2016년 말 11 달러로 상승된 후, 매년 2 달러씩 추가 상승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5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최소 직원 10명 이하의) 중소 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뉴욕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이 2016년 말 10.50 달러로 상승된 후, 매년 1.50 달러씩 추가 상승되어 

2019년 12월 31일에는 15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근로자들의 경우, 2016년 말 

최저 임금이 10달러로 상승된 후, 매년 1 달러씩 추가 상승되어 2021년 12월 

31일에는 15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의 뉴욕주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은 2016년 말 9.70 달러로 

상승된 후, 매년 70센트씩 추가 상승되어 2020년 12월 31일에는 12.50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후 최저 임금은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국 (Division of Budget) 국장이 정한 물가 연동 방식의 일정에 따라 15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경우, 2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저 임금이 15 달러 미만인 근로자 수에 대한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15 달러 미만 소득 근로자의 총수  

주도 지역  134,319  

센트럴 뉴욕  91,790  

핑거 레이크스  154,765  

허드슨 밸리  261,452  

롱아일랜드  355,514  

모호크 밸리  50,929  

노스 컨트리  40,387  

서던 티어  71,888  

웨스턴 뉴욕  174,101  

뉴욕시  861,895  

합계  2,197,040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ny.gov/minimumw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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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gov/minimum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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