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10/2016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15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의최저임금의최저임금의최저임금의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상술하는상술하는상술하는상술하는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 발표발표발표발표  
 

15달러달러달러달러 단계적단계적단계적단계적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이번이번이번이번 회기에회기에회기에회기에 통과시킬통과시킬통과시킬통과시킬 것을것을것을것을 의회에의회에의회에의회에 촉구하는촉구하는촉구하는촉구하는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분석분석분석분석: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144,415명명명명 근로자들이근로자들이근로자들이근로자들이 더더더더 높은높은높은높은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 벌어서벌어서벌어서벌어서 지출력을지출력을지출력을지출력을 9억억억억 254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늘릴늘릴늘릴늘릴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TTN TV들들들들:  Biden 부통령과부통령과부통령과부통령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이이이이 제안을제안을제안을제안을 발표하는발표하는발표하는발표하는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비디오를비디오를비디오를비디오를 여기의여기의여기의여기의 
유튜브에서유튜브에서유튜브에서유튜브에서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 TV급급급급(h264, mp4)으로으로으로으로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15달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술하는 노동부 보고서(여기에서 입수할 수 있음)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30만 뉴욕주민들이 더 높은 임금을 벌어서 그 결과 뉴욕주 

전역의 지출력이 157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주지사는 그의 단계적 최저임금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빈곤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뉴욕주가 그 길을 선도하여 

15 달러 최저임금을 통과시킬 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 백만 뉴욕주민들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정의를 회복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제안은 가족들을 빈곤에서 들어내고 모두를 위한 더 튼튼한 

경제를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의원들이 우리를 도와 금년에 근로 가족들을 위한 

공정 급여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Cuomo 지사는 근면한 뉴욕주민들의 임금을 높여 경제 정의를 위한 투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팁 근로자들을 위한 급여 인상에 

성공하여 모든 패스트푸드 근로자, 10,000명의 주 근로자 및 28,000명의 SUNY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 2013년에 주지사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주의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서, Cuomo 지사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주적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15달러 최저임금으로 인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상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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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요주요주요 소견소견소견소견: 

• 수수수수 백만백만백만백만 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 더더더더 높은높은높은높은 급여를급여를급여를급여를 벌벌벌벌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230만 명의 뉴욕주민들(총 

인력의 약 1/4)이 더 높은 급여를 경험하고 지출력이 157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1  

•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소득자들의소득자들의소득자들의소득자들의 대부분이대부분이대부분이대부분이 성인입니다성인입니다성인입니다성인입니다. 뉴욕주 최저임금 소득자들의 절반이 

35세 이상이고 뉴욕시 바깥에 살며 70% 이상이 25세 이상입니다. 40% 이상이 

기혼 또는 부모 또는 둘 다이고 다수가 가족 소득의 주원천입니다.2  

• 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 최저임금은최저임금은최저임금은최저임금은 적절한적절한적절한적절한 생활생활생활생활 임금이임금이임금이임금이 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 오늘날 뉴욕주 최저임금에서 

풀타임 일자리는 년 18,720 달러만 지급합니다. 2자녀의 싱글맘의 경우, 그것은 

공식 빈곤선 아래입니다.  

•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제안은제안은제안은제안은 40년의년의년의년의 경제경제경제경제 부정의를부정의를부정의를부정의를 시정합니다시정합니다시정합니다시정합니다. 2021년까지 15달러 

최저임금은 인플레와 생계비 차이에 대해 조정하면 1970년 뉴욕주 최저임금과 

비슷합니다.3  

• 그것은그것은그것은그것은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경제경제경제경제 정의를정의를정의를정의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중요합니다중요합니다중요합니다중요합니다. 뉴욕주는 199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8번 인상하였는데, 데이터는 주 최저임금 인상 후 소폭의 고용 

증가를 보여줍니다.4 

 

15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이최저임금이최저임금이최저임금이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의미하는의미하는의미하는의미하는 것것것것: 

 

현재현재현재현재 9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버는버는버는버는 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 

15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버는버는버는버는 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에경제에경제에경제에 

재투자되는재투자되는재투자되는재투자되는 달러달러달러달러 

액수액수액수액수 

주도 지역 47,092 144,415 925,400,000달러 

 

전주 명세는 최저임금 보고서의 4페이지 참조. 
 

고용주들의고용주들의고용주들의고용주들의 계획계획계획계획 가능가능가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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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전주전주전주전주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제외제외제외제외)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임금임금임금 발효일발효일발효일발효일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임금임금임금 발효일발효일발효일발효일 

10.50달러 7/1/2016 9.75달러 7/1/2016 

12.00달러  12/31/2016 10.75달러  12/31/2016 

13.50달러  12/31/2017 11.75달러  12/3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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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달러  12/31/2018 12.75달러  12/31/2018 

  
13.75달러  12/31/2019 

  
14.50달러  12/31/2020 

  
15.00달러  7/1/2021 

 

분석: Raising New York’s Minimum Wage to $15(뉴욕주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은 

뉴욕주 노동부 조사통계실이 작성하였습니다. 

 

1.  미국 인구조사국 현재 인구 조사 및 미국 노동통계국 분기 고용 임금 조사의 뉴욕주 노동부 데이터 분석 
2.  미국 인구조사국 현재 인구 조사의 뉴욕주 노동부 데이터 분석, 및 David Cooper (2013), 보충 데이터: 

최저임금을 2016년 7월까지10.10 달러로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주별 연방 근로자들의 특성 Briefing 

Paper 371. 경제정책연구원: 워싱턴 DC  
3.  뉴욕주 예산과에 의하면 2021년까지 인플레율과 지역별 생계비 차이에 대해 조정된 1970년 

최저임금은 뉴욕시 16.05 달러 및 주의 기타 지역 14.41 달러로 추정됩니다.  
4.  뉴욕주 노동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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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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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