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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지사의 1차 의제 제안서: 최저 임금 인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직원직원직원직원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 시간당시간당시간당시간당 15달러까지달러까지달러까지달러까지 인상하기인상하기인상하기인상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주립주립주립주립 대학대학대학대학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발표발표발표발표 

 

본건을본건을본건을본건을 통해통해통해통해 28,000명의명의명의명의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시간당시간당시간당시간당 15달러달러달러달러 지급지급지급지급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올해올해올해올해 예정된예정된예정된예정된 State of the State의의의의 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 모든모든모든모든 근로자들에게근로자들에게근로자들에게근로자들에게 시간당시간당시간당시간당 

15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법을임금법을임금법을임금법을 제정하기제정하기제정하기제정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뉴욕이뉴욕이뉴욕이뉴욕이 전국전국전국전국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지역이지역이지역이지역이 되도록되도록되도록되도록 하는하는하는하는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단계를단계를단계를단계를 시도시도시도시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는 최초의 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려는 

자신의 2016 의제에 대한 1차 서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지사는 뉴욕 주립대가 28,0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UNY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은 지난 10월 뉴욕주 노동자에 

대한 발표뿐 아니라, 작년에 결정된 패스트 푸드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일정을 

반영합니다. 

 

이 발표는 모든 산업에 걸쳐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제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장관 Thomas E. Perez, 배우 Steve Buscemi, 1199 회장 

George Gresham, 32BJ 회장 Hector Figueroa, Eric T. Schneiderman 법무장관, NYC 

감사원장 Scott Stringer, NYC 대변인 Letitia James, 40여 명의 주 및 지방 공무원, 

노조원장, 성직자 및 기타 지지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뉴욕시는 모든 뉴욕시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충족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날 최저 임금이 여전히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며 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폐단을 바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여 명의 뉴욕시민들을 위해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뉴욕이 공정한 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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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ez 미국미국미국미국 노동부노동부노동부노동부 장관장관장관장관은 “우리는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 중 가장 긴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을 위해 기여했는데도 실적의 큰 부분을 누리지 못한 미국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Obama 대통령과 저는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면 빈곤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뉴욕시민들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을 옹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 SEIU, 

노동자들이 힘을 모은 것을 옹호합니다. 의회 조치 없이 전국 주 및 지방 리더들은 모두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정한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Obama 대통령과 저는 자신의 의견이 당국의 문턱에 닿을 수 있도록 애쓰는 노동자들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번영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를 낳는 정책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Schneiderman 법무장관법무장관법무장관법무장관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그 어느 누구도 빈곤 가운데에서 

생활해서는 안되며 직원을 차별 학대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이에 상반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수백만여 명의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달성 가능하고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SUNY 인상 승인 과정에서 28,000여 명의 시간제 직원, 학생 노동자,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 참가자들의 임금은 올해 2월부터 시간당 9.75달러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뉴욕의 임금은 시간당 15달러가 되고 이 금액은 

2021년 7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것은 패스트 푸드 노동자와 뉴욕주 

직원의 인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뉴욕이 고등교육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15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줍니다. SUNY 이사회는 1월 이사회에서 이 최저 임금 인상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인상 비용은 완전 시행 시 약 2,800만 달러까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SUNY에서 부담합니다.  

 

SUNY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회장회장회장회장 H. Carl McCall은 “뉴욕 주립대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일하며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등 뉴욕주가 운영하는 SUNY 캠퍼스에서 일하는 

누구나 최소 임금 그 이상을 계속 받도록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전국적으로 공기관 및 공립대 시스템을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데 합류하기를 기대합니다.” 

 

SUNY 총장총장총장총장 Nancy L. Zimpher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에 걸쳐 최저 임금 인상을 

시행한 노력은 SUNY가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훌륭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대는 우리의 캠퍼스에서 일하는 모든 교수진, 직원 및 학생들의 

가치와 캠퍼스 커뮤니티 및 모든 지역의 지역 경제에 쏟은 중대한 공헌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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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받게 될 28,000여 명의 SUNY 직원에 대한 지역별 인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Western New York: 5,833 

• Finger Lakes: 2,989 

• Southern Tier: 2,960 

• Central NY: 4,106 

• Mohawk Valley: 1,768 

• North Country: 2,196 

• 수도권 지역: 1,985 

• Mid-Hudson Valley: 2,188 

• 뉴욕시: 598 

• Long Island: 3,918 

 

뉴욕뉴욕뉴욕뉴욕 가정의가정의가정의가정의 경제경제경제경제 향상향상향상향상 

모든 업종에 대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뉴욕주의 23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청소년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들 중 절반 이상이 35세 

이상이며 이들 중 70% 이상은 25세 이상입니다. 40% 이상은 기혼이며 부모 또는 양쪽 

모두와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날, 뉴욕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정규직 일자리 연봉은 18,720달러이며 두 자녀가 딸린 어머니의 경우 

이 금액은 공식적인 빈곤 기준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 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한다면 공정 임금에 대한 약속된 액수를 복구하는 것인데,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시간당 15달러는 1970년 뉴욕 최저 임금이었을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모든 업종에서 종사하며 현재 시간당 15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 인원수에 

대한 지역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지역: 144,415 

• Central NY: 98,689 

• Finger Lakes: 166,398 

• Hudson Valley: 281,104 

• Long Island: 382,236 

• Mohawk Valley: 54,757 

• North Country: 43,423 

• Southern Tier: 7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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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ern NY: 187,187 

• 뉴욕시: 927,400 

• 합계합계합계합계: 2,362,900 

 

뉴욕뉴욕뉴욕뉴욕 경제경제경제경제 성장성장성장성장 견인견인견인견인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 가정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보태는 것이며 근로자들의 

소비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NYS 노동부에 따르면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은 

뉴욕주 경제에 있어서 157억 달러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출의 

상승은 특히 소비자 수요의 약세가 신규 고용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소이기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64건의 연구자료의 독립적 검토 결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연구진들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부터 고용 증가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oldman Sachs 이코노미스트들은 2014년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한 

뉴욕을 포함한13개 주는 전국 평균보다 고용 성장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사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 임금을 8회 인상했으며 그 중 6회는 임금 인상 후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직원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주의 채용 및 교육 비용이 절약됩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세자 보호보호보호보호 

일각에서는 최저 임금 대신 소득, 연령, 가족 크기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가족들에게 주는 

환급형 세금 공제인 뉴욕주의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인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전략에 가깝습니다. 

강한 최저 임금이 없다면 근로 소득 세액 공제는 일부 기업들이 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패스트 푸드 업계가 직원들이 공공지원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급여의 

일부를 사회주의화했던 방식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이 타 고용자와 납세자들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체 임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고용주고용주고용주 시행시행시행시행 전파전파전파전파 

최저 임금 인상의 경제적 이익은 비용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기업이 

시행하게 하고, 그러한 변화를 특성이 다른 지역 경제가 흡수하게 하려면 다음 일정에 

따라 뉴욕시의 뉴욕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단계적 제안과 전국에 걸쳐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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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뉴욕주 전체 (뉴욕시 이외) 

최저 임금 발효일 최저 임금 발효일 

12.00달러  
2016년 12월 

31일 
10.75달러  

2016년 12월 

31일 

13.50달러  
2017년 12월 

31일 
11.75달러  

2017년 12월 

31일 

15.00달러  
2018년 12월 

31일 
12.75달러  

2018년 12월 

31일 

  
13.75달러  

2019년 12월 

31일 

  
14.50달러  

2020년 12월 

31일 

  
15.00달러  

2021년 7월 

1일 

 

사례별사례별사례별사례별 계획계획계획계획 이행이행이행이행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주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함으로써 사례별로 계획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를 

제외하고 공공부문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지급하는 법안을 시행한 주는 없습니다. 약 

10,000여 명의 주 직원들은 어떤 지부에서 근무하든 혜택을 누릴 것이며, 임금 인상은 

상기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뉴욕 전역에 걸쳐 Syracuse, Rochester 

및 Buffalo 시는 공무원에 대한 최저 임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2015년 12월 31일에 발효된 법안에 따라 패스트 푸드 노동자와 

임시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했고 2013년에는 2013년 12월 31일에 

발효된 법안에 따라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인상에 

성공했습니다.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받는받는받는받는 SUNY 캠퍼스의캠퍼스의캠퍼스의캠퍼스의 전체전체전체전체 목록은목록은목록은목록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 Albany 



Korean 

• Alfred State 

• Binghamton 

• Brockport 

• Buffalo State 

• Canton 

• Cobleskill 

• Cortland 

• Delhi 

• Downstate Medical Center 

• Empire State 

• ESF 

• Farmingdale 

• Fredonia 

• Geneseo 

• Maritime 

• Morrisville 

• New Paltz 

• Old Westbury 

• Oneonta 

• Optometry 

• Oswego 

• Plattsburgh 

• Potsdam 

• Purchase 

• Stony Brook 

• SUNY Poly 

• System Admin 

• University at Buffalo 

• 대학 전체 프로그램 

• Upstate Medic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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