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팁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의 기준 임금(subminimum wage)을 

잠재적으로 없애는 방안에 과한 공청회 일정 발표  

  

뉴욕시, 시러큐스, 버펄로, 롱아일랜드, 워터 타운, 올버니에서 개최될 예정인 공청회  

  

뉴욕주의 팁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hearing@labor.ny.gov를 통해 제출 가능한 서면 진술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저의 기준 임금(subminimum wage)이라고도 

알려진 뉴욕주 최저 임금의 팁 크레디트(minimum wage tip credit)의 종료 가능성을 

다루기 위한 공청회의 다가오는 개최일과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남녀 근로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싸우면서 국가적인 리더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해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분들이 등록을 하신 후 공청회에 

참석하여 보다 나은 더욱 정의로운 뉴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제안은 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최저의 기준 임금(subminimum wage)만 없애는 

것입니다.  

  

공청회는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가 주관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 범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 팁 관행으로 발생하는 애로 사항, 

(2) 이 공청회의 영향을 받는 팁 관련 직종(즉 세차 근로자, 미용사, 웨이터, 바텐더, 애견 

미용사, 견인 트럭 운전사, 웨딩 플래너, 여행 가이드 등)에서 최저의 기준 

임금(subminimum wage)을 없애는 이유와 파급 효과, (3) 잠재적인 폐지 일정 및 복잡한 

요인에 대한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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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열시는 장소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The Gateway Center, Syracuse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Common Council Chamber  

City Hall, Buffalo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Roosevelt Little Theatre  

SUNY Farmingdale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Dulles State Office Building  

317 Washington Street, Watertown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Legislative Office Building, Albany  

  

6월 18일이 속한 주  

뉴욕시, 장소 추후 결정  

유의사항: 이 공청회의 경우 접객 산업 관계자 이외(non-hospitality industries)의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이 속한 주  

뉴욕시, 장소 추후 결정  

유의사항: 이 공청회의 경우 접객 산업(hospitality industries) 관계자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추가 정보와 함께 일정이 사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www.labor.ny.gov/sub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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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와 심지어 수많은 근로자들은 많은 

직종에서 팁을 받는 직원들이 단지 최저의 기준 임금(subminimum wage)만 받고 가족의 

생계를 팁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빈곤율이 

높고 팁에 따라 임금이 심하게 변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청문회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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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분들이 증언을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이 최저의 기준 

임금(subminimum wage)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시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구두 발표는 각각 

3분으로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 좌석 및 발표 순서가 

우선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좌석 및 발표 

순서는 선착순으로 처리되며 행사장의 직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www.labor.ny.gov/subminimum  

• 이메일: hearing@labor.ny.gov  

• 전화: 518-457-5519  

• 팩스: 518-485-1126  

• 우편: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수신: Subminimum Wage Hearing  

Building 12, Room 588  

Harriman State Office Campus  

Albany, NY 12240  

  

증언 및 의견:  

증언에 관한 모든 진술은 2018년 7월 1일까지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발표자는 서면으로 증언에 관한 진술을 준비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디지털 버전으로 증언 및 의견을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은 hearing@labor.ny.gov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증언 진술에는 여러분의 이름, 속한 단체(가능한 경우), 연락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위를 요약하는 짧은 진술을 상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공청회에 입장하기 전에 참석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각 장애 편의 시설를 이용하여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할 때 

통역사, 보조 청취 장치 또는 큰 활자체 또는 점자 자료와 같은 합리적인 편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공청회를 사전에 등록하실 때 이에 대해 기록하여 주십시오.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 앞서 사전 등록할 때 가능하면 어떤 언어의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청회의 동영상은 결론이 나면 3 영업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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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는: www.labor.ny.gov/subminim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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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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