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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뉴욕뉴욕뉴욕 노동자와노동자와노동자와노동자와 경제에경제에경제에경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임금임금임금 인상의인상의인상의인상의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설명설명설명설명 
 

135만만만만 명의명의명의명의 노동자들은노동자들은노동자들은노동자들은 높은높은높은높은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 경험하게경험하게경험하게경험하게 될될될될 것이고것이고것이고것이고 주주주주 전체에전체에전체에전체에 직접직접직접직접 경제경제경제경제 가치가치가치가치 34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가져올가져올가져올가져올 것것것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현재의 주 전체 최저 임금인 8.75 달러에서 10.50 

달러로의 인상과 뉴욕 시에서 11.50 달러로의 인상에 따르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5만명의 노동자들은 주 전체에서 임금 인상을 경험할 

것이고 그 대부분의 혜택은 성인과 여성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임금의 

결과로 주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는 약 34억 달러입니다. 
 
“최저 임금은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에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이 그들을 잘 유지하고 존엄과 존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 의회는 달콤한 성공을 공유하는 성공이며 우리는 같이 상승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 전체에서 지역으로 나눠진 135만 명의 뉴욕 주민들은 더 높은 임금을 경험할 것이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이 경제적 가치는 여기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전체전체전체전체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임금임금임금 

노동자의노동자의노동자의노동자의 

오늘은오늘은오늘은오늘은 8.75 

달러달러달러달러 

전체전체전체전체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임금임금임금 

노동자노동자노동자노동자 10.50 달러달러달러달러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11.50 

달러달러달러달러) 

인상된인상된인상된인상된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의임금의임금의임금의 

직접적인직접적인직접적인직접적인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가치가치가치가치 

주도 지구 34,969 82,946 $156.8M 

Central New York 23,536 55,827 $105.5M 

Finger Lakes 37,628 89,254 $168.7M 

Long Island 85,264 202,248 $382.3M 

Hudson Valley 60,584 143,706 $271.6M 

Mohawk Valley 13,050 30,955 $58.5M 

North Country 10,374 24,608 $4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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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Tier 18,248 43,284 $81.8M 

Western New York 43,074 102,172 $193.1M 

New York City 267,274 571,800 $1.9 billion 

Total: 594,001 1,346,800 34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주지사는 주 의회 의원에 연락하여 #Fight4FairPay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뉴욕 주민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정 임금을 위한 투쟁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TTN TV 방송국방송국방송국방송국: Cuomo 주지사가 그가 제안한 최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비디오는 유투브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TV 화질 (h264, mp4) 

형식으로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왜왜왜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 인상하는가인상하는가인상하는가인상하는가? 
 
합리적인 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공정하고 더 효과적인 업무 

관행을 장려하고, 근로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여성과 성인에게 대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며 10만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594,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은 현재 시간당 8.75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주에서는 

Cuomo 주지사가 취임했을 때 7.25 달러에서 9 달러로 2015년 말까지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은 중요했지만 현재 30 달러를 넘는 평균 

시간당 임금의 이하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는 경향을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지사는 다시 한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저소득층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을 제안합니다.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임금임금임금 논의논의논의논의 내용내용내용내용 (2015년년년년 3월월월월 4일일일일 Rochester): 
 
“우리가 최저 임금의 인상을 위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당신이 뉴욕의 방식, 미국 

방식으로 강한 경제를 원한다면 이 경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 활동하도록 만드십시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회를 믿으며 이것이 우리 주와 우리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축하하지만 우리는 뉴욕 주민 모두를 위해 일할 때 더 

축하합니다. 이것이 이 운동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의원들이 Albany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최저 임금을 인상할 때까지 Rochester나 뉴욕 

시나 Long Island로 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눈을 

보고 이 정부가 당신을 대표하고 이 주가 당신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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