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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9/20/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Mario Cuomo 경제경제경제경제 정의정의정의정의 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 100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성직자들이성직자들이성직자들이성직자들이 참여했다고참여했다고참여했다고참여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전주전주전주전주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15달러로달러로달러로달러로 인상하기인상하기인상하기인상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운동에서운동에서운동에서운동에서 주지사를주지사를주지사를주지사를 지지하는지지하는지지하는지지하는 캠페인의캠페인의캠페인의캠페인의 성장성장성장성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전체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Mario Cuomo 경제 정의 캠페인에 96명의 뉴욕 주 유명 성직자들이 

참가하였다고 금일 발표하였다. 주지사는 오늘 아침 Mount Neboh 침례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최저 시급을 인상함으로써 우리는 공정성, 평등,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다. 또한 “우리 주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나머지 주들은 우리 뉴욕을 보고 

공정성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강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지사의 최저 시급 15달러 인상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금일 성직자들이 본 캠페인에 가세한 것과 더불어 30개의 유명 민권 단체 및 대표자들 

역시 본 켐페인에 동참하였다.  

 

금일금일금일금일 Cuomo 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 동참한동참한동참한동참한 96명의명의명의명의 성직자성직자성직자성직자 명단은명단은명단은명단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다같다같다같다. 

• Floyd H. Flake 목사 (목회학박사) (The Greater Allen A.M.E. Cathedral of New 

York 소속)  

• Wilbert Dorilus 목사 (All Saints Church of God Westbury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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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raine Madry 목사 (Franklin Outreach Ministries the Church Without Walls 

소속)  

• Antoine Asse 목사 (Church of God of NYC 소속)  

• Pierre Windsor Joseph 목사 (Eglise de Dieu de Baisley 소속)  

• Basil McPherson 목사 (Bushwick Family Ministires Church Church of God of 

Prophecy 소속)  

• Jean Romulus 목사 (Horeb Christian Alliance 소속)  

• Leonard Comithier 목사 (Jr., Macedonia Baptist Church 소속)  

• McKinley Johnson 장로 (St. Johns COGIC 소속) (참고: Johnson은 또한 The 

Albany African American Clergy United For Empowerment의 회장이다)  

• Mark Cass 대표 (Alliance of Communities Transforming Syracuse; ACTS 소속)  

• George Dailey 목사 (Prayer House Church of God By Faith 소속)  

• Fannie Etheridge-Reeves 목사 (Power House Church of God in Christ 소속)  

• Willie Lightfoot 장로 (Prayer House Church of God By Faith 소속)  

• Carl McCray 목사 (Church of Faith 소속)  

• Al-Hajj Talib 이맘 ('Abdur-Rashid of The Mosque of Islamic Brotherhood 소속)  

• Joseph Potasnik 랍비 (New York Board of Rabbis 부회장)  

• Robert Miller 목사 (Aenon Missionary Baptist Church 소속)  

• Alan Newton 목사 (American Baptist Churches of the Rochester Genesee 

Region 소속)  

• Leon Durpee 목사 (Lily of the Valley Church of God in Christ 소속)  

• Lewis Stewart 목사 (United Christian Leadership Ministry 소속)  

• Troy DeCohen 목사 (Mt. Vernon Heights Congregational Church 소속)  

• Lamont S. Granby 목사 (First Baptist Church of Bronxville 소속)  

• Darren Morton 목사 (Macedonia Baptist Church 소속)  

• Lamont Granby 목사 (First Baptist Church 소속)  

• James Hassell 목사 (Beulah Baptist Church 소속)  

• Dr. Allen Paul Weaver 목사 (Bethesda Baptist Church of New Rochelle 소속)  

• Ed Mulraine 목사 (Unity Baptist Tabernacle 소속)  

• Kirk Lyons 목사 (St. James United Methodist 소속)  

• Charles Coverdale 담임목사 (First Baptist Church in Riverhead 소속)  

• Roderick Pears 목사 (St. Mark Remnant Ministries Inc., located in Central Islip 

소속)  

• Nebraski Carter 목사 (Pastor of Living Church of God in Christ 소속)  

• Vernon Shelton 목사 (Holy Trinity Baptist Church in Amityville 소속)  

• John Jeffreys Purcha 신부 (St. Andrew's Episcopal Church in Yaphank 소속)  

• Frank White 주교 (Zion Cathedral 소속)  

• Lionel Harvey 주교 (First Baptist Cathedral of Westbury 소속)  

• Frantz Metellus 목사 (Gateway Christian Center 소속)  

• Emmanuel Asse 목사 (Christian Gateway Church 소속)  

• Eliezer Reyes 목사 (Church of God Hempstead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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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os Sorto 목사 (Centro Cristiano Renacer 소속)  

• David Yussif 목사 (Casa del Alfarero Church 소속)  

• W. Franklyn Richardson 목사 (Grace Baptist Church 소속)  

• Maria Scates 목사 (Johnson Park Center 소속)  

• Michael Catanzaro 목사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Canton 소속)  

• Steve Murray 신부 (Holy Family Church 소속)  

• James Barnwell 목사 (Clergy United for Community Empowerment 소속)  

• John Boyd 목사 (New Greater Bethel Ministries 소속)  

• Dr. Les Mullings 목사 (Church of the Nazarene 소속)  

• Charles Norris Sr. 주교 (Bethesda Missionary Baptist Church of Jamaica 소속)  

• Patrick Young 목사 (First Baptist Church of East Elmhurst 소속)  

• Glibert Pickett 목사 (Mt Horeb Baptist Church, Corona 소속. 또한Eastern Baptist 

Association 총회 의장)  

• Maggie Howard 목사 (Stapleton UAME Church 소속)  

• Jose Quinones 목사 (Spanish Missionary Baptist Church 소속)  

•  Dr. Raymond Rivera 목사 (㈜ Latino Pastoral Action Center 설립자 및 회장)  

• Angelo Rosario 목사 (Bronx Clergy Taskforce 소속)  

• Peggy Smalls 목사 (Change A Life Ministries 소속)  

• Al Sutton 목사 (Friendly Baptist Church 소속)  

• Herbert Daughtry 목사 (House of the Lord Church 소속)  

• Orlando Findlayter 주교 (New Hope Christian Fellowship 소속)  

• Gil Monrose 목사 (Mt Zion Church of God (7th Day) 소속)  

• Robert Waterman 목사 (Antioch Baptist Church 소속)  

• Johnny Green 목사 (Mt Nebo Baptist Church 소속)  

• Lisa Jennkins 목사 (Saint Matthews Baptist Church 소속)  

• Victor Brown 목사 (Mt. Sinai Church 소속)  

• Terri Troia 목사 (Project Hospitality 소속)  

• Reverend Ron Wenzinger 목사 (Sara Jane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소속)  

• Dr. Anthony Evans 목사 (New York State Police Juvenile Officers Association 

담당 목사)  

• Rick Huber 목사 (United Christian Advocacy 소속)  

• Gerard LeFeber 목사 (전 Olean area Lutheran churches 소속. 현재 은퇴)   

• Timothy Miller 목사 (Gerry United Methodist Church 소속)  

• Frank Torrain 목사 (Open Door #3 Church of God in Christ 소속)  

• Maria Jones 목사 (Emmanuel Baptist Church of Jamestown 소속)  

• Adam Rohler 목사 (First Covenant Church 소속)  

• Mark Blue 목사 (Second Baptist Church 소속)  

• Will Mebane, Jr. 목사 (St. Paul's Episcopal Cathedral 소속)  

• George Nicholas 목사 (Lincoln United Methodist Church 소속)  

• Darius Pridgen 목사 (True Bethel Baptist Church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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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Yorty 목사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소속)  

• Dr. William Wilkinson 목사 (Trinity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소속)  

• Derrick Owens 주교 (Christian Science Church 소속)  

• Julius Walls 목사 (Greater Centennial A.M.E. Zion Church of Mt. Vernon 소속)  

• Ron Tuncali 목사 (Hudson Valley Christian Church 소속)  

• David Mason 목사 (Union Presbyterian Church of Newburgh 소속)  

• Robert Bolton 목사 (One Accord Christian Church 소속)  

• David Hondorp 목사 (Reformed Dutch Church of Poughkeepsie 소속)  

• Leroy Nole 목사 (Second Baptist Church of Middletown 소속)  

• Victor Dyman 목사 (Middletow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소속)  

• Dr. John Stevens 목사 (Fountain of Life Church of God 소속)  

• John Warfel 목사 (Grace Episcopal Church of Middletown 소속)  

• Slavik Joseph 대표 (Syracuse 교구 Catholic Charities 대표)  

• Frank Damis 목사 (St. Joseph's Parish of Kingston 소속)  

• Erica Baron 목사 (The Unitarian Universalist Congregation of the Catskills 소속)  

• Renee House 목사 (First Reformed Protestant Dutch Church of Kingston 소속)  

• Uri Tzedek 협동 랍비 (Hebrew Institute of Riverdale 소속)  

• Demetrius Carolina 목사 (Central Family Life Center 소속)  

• Mendy Mirocznik 회장 (Council of Jewish Organizations 소속)  

• Tony Baker 목사 (St. Phillips Baptist Church 소속) 

 

Grace Baptist Church 소속소속소속소속 W. Franklyn Richardson 목사의목사의목사의목사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뉴욕 주민들은 

모두 성공을 위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 임금을 놓고 볼 때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커다란 도약이 될 것입니다.” 

 

House of the Lord Church 소속소속소속소속 Herbert Daughtry 목사의목사의목사의목사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뉴욕에서 가장 고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그들은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로 

살아 왔습니다. 우리 주지사는 최저 시급 15 달러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혁을 통해 뉴욕 주민들의 존엄성이 보다 보장될 것이며 그들과 그들 가족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동참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맞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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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Neboh Baptist Church 소속소속소속소속 Dr. Johnnie Green 목사의목사의목사의목사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현재 최저 임금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고 풀 타임으로 일해도 최저 생활 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뉴욕 주 입법부는 Cuomo 주지사의 개혁안을 수용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최저 임금 15 달러 인상을 추진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모두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 이제는 과감한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국 전체의 경제 

정의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공정한 임금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Cuomo 주지사가 쟁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에 저 또한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True Bethel Church 소속소속소속소속 Darius Pridgen 목사의목사의목사의목사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뉴욕 주는 항상 혁신을 

선도해 왔었습니다. 저는 Mario Cuomo 경제 정의 캠페인을 통해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려는 우리 주지사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본 

경제 정의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뉴욕 주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경제적 평등을 제공하는 진정한 개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뉴욕 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미국 전체에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bdur-Rashid of The Mosque of Islamic Brotherhood 소속소속소속소속 Al-Hajj Talib 이맘의이맘의이맘의이맘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최저 임금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게 되면 근로자의 가족이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경제 성장의 능동적인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Cuomo 주지사의 이와 

같은 개혁안 추진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최저 시급 15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뉴욕 주민들이 동참하여 주 입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New York Board of Rabbis 부사장부사장부사장부사장 Joseph Potasnik 랍비의랍비의랍비의랍비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뉴욕 주 어디를 

가든 정말로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근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 임금 때문입니다. 매우 부당하며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안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최저 임금 15 달러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주지사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떳떳하게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금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개혁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안이 

내년 입법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Latino Pastoral Action Center 설립자설립자설립자설립자 및및및및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Dr. Raymond Rivera 목사의목사의목사의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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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최저 임금 인상은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 취약 계층에 놓여 있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이 항상 추구하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임금 인상을 통해 그러한 근로자들이 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적 독립 

내지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편에 서서 취약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과 뉴욕 전체에 밝은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Pastor of Living Church of God in Christ 소속소속소속소속 Nebraski Carter 목사의목사의목사의목사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현재 

최저 임금 수준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 시급을 15 

달러로 인상함으로써 뉴욕 주의 근로자 가족들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소득을 우리 경제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그러한 근로자 가족들을 위해 최저 시급 15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캠페인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지사를 위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Gateway Christian Center 및및및및 District Chairperson for the National Action 

Network의의의의 담당목사인담당목사인담당목사인담당목사인 Emmanuel Asse의의의의 담화문담화문담화문담화문: “최저 임금은 미국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녀 근로자가 그들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최저 임금은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최저 임금이 너무나 낮아서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15달러의 최저 시급 인상을 통해 우리 현실이 

더 나아질 것이며 우리 사회가 나날이 더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Cuomo 

주지사님. 변함없는 당신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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