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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2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85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 전주전주전주전주 15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 지지한다고지지한다고지지한다고지지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Cuomo 지사지사지사지사, 지역지역지역지역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리더리더리더리더 & 상공회의소들이상공회의소들이상공회의소들이상공회의소들이 전국전국전국전국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15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최저최저최저 임금을임금을임금을임금을 
제정하도록제정하도록제정하도록제정하도록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의회에의회에의회에의회에 촉구촉구촉구촉구 

 

제안은제안은제안은제안은 230만만만만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 혜택을혜택을혜택을혜택을 주고주고주고주고; 직접직접직접직접 지출력을지출력을지출력을지출력을157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높일높일높일높일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공정공정공정공정 급여를급여를급여를급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투쟁에투쟁에투쟁에투쟁에 가담하십시오가담하십시오가담하십시오가담하십시오 – 보다보다보다보다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원하시면원하시면원하시면원하시면 
www.ny.gov/Fightfor15를를를를 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그의 제안을 85개 

이상의 뉴욕주 기업들이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의하면 뉴욕주는 

15달러 최저 임금을 뉴욕시의 경우 2018년까지 그리고 주의 나머지 지역의 경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North Country로부터 뉴욕시까지 크고 작은 

기업들로 구성된 이 회사들은 그 계획을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자극할 경제 동력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수 백만 뉴욕주민들을 돕고 전주적으로 더 튼튼한 커뮤니티를 창조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15달러 제안은 이 경제에서 뒤처진 

근면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전반적으로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에서 공정한 하루 일이 공정한 하루 삯을 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금년에 15달러 최저 임금을 제정함으로써 전국을 리드할 것입니다."  

 

Amalgamated Bank의의의의 CEO인인인인 Keith Mestrich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구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저 임금 인상은 바로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Amalgamated Bank는 작년 8월에 자체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여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김을 알리고, 고객들에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실제적 돈을 우리가 영업하는 지역 경제에 넣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전례를 만드는 Cuomo 지사의 제안을 통과시켜 모든 뉴욕주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인상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며, 그것이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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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뉴욕시광역뉴욕시광역뉴욕시광역뉴욕시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회장회장회장회장 Cynthia D. DiBartol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지출 증가로 경제가 혜택을 봅니다. 이는 바로 

이 위대한 주의 비즈니스 성장을 유지시키고, 불평등을 줄이며, 소비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여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할 촉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올바른 수입니다.” 

 

Ben & Jerry’s Ice Cream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의장이자의장이자의장이자의장이자 Ithaca주민인주민인주민인주민인 Jeff Furm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공정 급여는 Ben & Jerry’s의 성공을 위한 레시피의 필수 부분입니다. 

우리는 20여년 동안 생계 임금을 지급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기본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임금으로 버티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우리 

회사는 높은 퇴직율이라는 비용을 면제 받습니다. 그 대신 좋은 회사 사기, 더 훌륭한 

근로자 재직율 및 헌신과 더 큰 고객 만족으로 우리 수익이 늘어납니다.” 

 

Dr. Bronner’s의의의의 CEO인인인인 David Bronn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기본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다면 우리 경제 시스템에 뭔가 깊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은 해야 할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와 비즈니스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Westbury에에에에 소재하고소재하고소재하고소재하고, 자외선자외선자외선자외선 장비장비장비장비 및및및및 형광형광형광형광 물질의물질의물질의물질의 세계적세계적세계적세계적 제조업체인제조업체인제조업체인제조업체인 Spectronics 

Corporation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공동공동공동공동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Jon Coop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더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장려합니다. 불충분한 최저 임금은 ‘한푼 아끼려다 열냥 

잃는다’란 옛 격언에 딱 들어맞습니다. 인력에 투자하는 고용주는 회사에 더욱 몰입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직원을 갖게 됩니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은 더 높은 직원 재직율과 더 

낮은 채용 및 교육 비용, 시간과 돈을 희생시키는 실수의 감소 및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Silk Oak and Ithacamade의의의의 소유주소유주소유주소유주 Jan Rhodes Norm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대형 체인들 중 다수가 빈곤 임금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푸드스탬프와 기타 공적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보조하는 데 책임 있는 고용주들과 

납세자들에게 의지합니다. 최저 임금을 더욱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우리가 살고 일하며 사업하는 커뮤니티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우리 같은 평범한 기업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듭니다.” 

 

American Sustainable Business Council의의의의 CEO이자이자이자이자 평생평생평생평생 뉴욕시민인뉴욕시민인뉴욕시민인뉴욕시민인 David 

Levin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보는 가장 큰 문제인 허약한 소비자 수요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금 

베이스, 비즈니스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 최저 

임금의 15달러 인상을 지지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주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여, 수 백만 뉴욕주민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더 높은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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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 성장 및 활동을 창출하면서 지출력을 증대하고 더 많은 돈을 다시 지역 

경제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다양한 뉴욕주의 총 87개 기업들이 15달러 최저 임금 인상을 지지합니다.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하는 기업들:  

ADDAPT 
Afric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Westchester and Rockland Counties 
All Bright Electric 
Amalgamated Bank 
American Hotel 
Ben & Jerry’s 
Beahive 
Black River Adventures 
Bombay Sandwich Company 
Bruce Yablon Construction 
Bryant Rabbino, LLP 
Business for a Fair Minimum Wage 
Business for Your Business, LLC 
Cabrera Capital Markets, LLC 
Calderon Architects and Design Studio 
CERES Technologies 
Concept Systems Inc. 
Conservation Connects, LLC 
Cover 
D Alexander Ross Real Estate Capital Partners LLC 
Darco Manufacturing  
Deborah Bradley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Dirt Candy 
Dr. Bronner’s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Empire Brewery 
FALA Technologies  
First Capital Payments 
Fuller & D'Angelo 
Fuzzy Annie Cleaning Services, LLC  
Garland Gallery  
Glottal Enterprises 
Grady's Cold Brew 
Hempstead Coordinating Council of Civic Associations 
Ibero American Investors Corp. 
Icestone 
Infosys International 
J.D. Hunter 
KBC 
LaBella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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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Home Enterprises  
Malcom Patrick Corporation 
Mesa Grande 
MFR Securities, Inc. 
Midnight Janitorial 
Mohawk Harvest Cooperative Market 
mylocalmuse 
New York City Black Chamber of Commerce Inc. 
New York Women's Chamber of Commerce 
NFrastructure 
Nicholville Telephone Company/Slic Network Solutions 
Nick Hanauer, Venture Capitalist 
Northeast Organic Farming Association of NY 
New York State Sustainable Business Council 
On Belay Business Advisors 
PathStone Corp, Inc. 
Perreca Electric 
Port Morris Distillery 
Property Maintenance Services 
Rochester Solar Power Organization Team 
Ronnette Riley Architects 
Roraima Consulting 
RV Singh, Inc. 
Sabir, Richardson & Weisberg Engineers, PLLC 
Saile Group 
SICIS 
Silk Oak & Ithacamade  
Sound Associates  
Spectronics Corporation 
Spellman High Voltage Electronics Corporation 
Sygma Technology Solutions 
TAP Industries 
Taylor Biomass Energy LLC 
Technologic Solutions 
Terranut, Inc. 
The Long Island Afric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c 
The Pear Tree  
Thuro Metal Products 
Tigress Corporation 
Top Hat Image Wear 
Topeka Capital Markets 
Transit Construction Corp. 
United NJ Sandy Hook Pilots Association 
UTC Associates, Inc. 
Velocitti 
Walters Group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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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s Architecture & Engineering 
 

상당한 연구 단체들이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분간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사실상, 더 높은 임금이 더 큰 생산성과 근로자 재직율 증대로 

연결되어 고용주에게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약시켜줌이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더욱이 최저 임금을 인상한 여러 주들에 대한 검토에서는 그 인상과 연결된 경제 하향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더 높은 임금은 저소득 및 소수자 커뮤니티에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연구에서 

최저 임금 1달러가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신규 지출이 2,800 달러 발생하므로 소득을 

높이고 직접 지출력을 증대함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주는 1991년 이래 최저 임금을 8회 인상했는데, 그 중 6회의 경우, 임금 인상 후 

고용이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Goldman Sachs 및 CEPR의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한 분석에서 2014년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한 뉴욕주를 포함한13개 주는 고용 성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이최저임금이최저임금이최저임금이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의미하는의미하는의미하는의미하는 것것것것: 
 

최저 임금 인상은 주의 총 노동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230만 명의 뉴욕시 

노동자들에게 직접 혜택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뉴욕주 전체에 걸쳐 시간당 15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들의 50%가 35세 이상입니다. 뉴욕시 바깥의 경우, 그러한 

근로자들의 70%가 25세 이상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아러한 최저 임금 근로자들의 

80%가 25세 이상이고, 절반 이상이 35세 이상입니다. 

 

오늘날, 현재의 최저 임금으로는 연봉이 약 18,720 달러가 됩니다. 2자녀의 싱글맘의 

경우, 그것은 공식 빈곤선 아래입니다.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근로자들 소득이 

년 약 13,000 달러 늘어나 단일 소득자가 5인 가족을 빈곤선 위에서 부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최저 임금 인상안이 뉴욕시 외에서는 년 92억 달러의 임금 증대를 

그리고 뉴욕시의 경우 년 65억 달러의 임금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주적 

데이터 세분화는 15달러 최저 임금 인상의 결과로 직접 경제적 효과가 157억 달러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현재현재현재현재 9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버는버는버는버는 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  
15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버는버는버는버는 

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근로자들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에경제에경제에경제에 재투자되는재투자되는재투자되는재투자되는 

달러달러달러달러 액수액수액수액수  

주도 지역  47,092 144,415 9억 2540만 

뉴욕주 중부 

지역 32,181 98,689 6억 3250만 

Finger 
Lakes  54,260 166,398 10억 66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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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son 
Valley  91,665 281,104 18억 160만 

Long Island  124,643 382,236 24억 4970만 

Mohawk 
Valley  17,856 54,757 3억 5090만 

North 
Country 14,160 43,423 2억 7830만 

Southern 
Tier  25,204 77,291 4억 9530만 

뉴욕주 서부 

지역 61,040 187,187 11억 9900만 

뉴욕시  261,900 927,400 65억 

합계합계합계합계  730,000 2,362,900 157억억억억 

 
 

고용주들의고용주들의고용주들의고용주들의 계획계획계획계획 능력능력능력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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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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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으로모범으로모범으로모범으로 선도선도선도선도 

 

2015년 12월에 Cuomo 지사는 뉴욕주가 주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함으로써 모범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uffalo시와 Rochester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이 15달러 공공 부문 최저 임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와 

함께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Cuomo 지사는 팁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정 급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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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선도하였고 모든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업원들은 금년에 그들의 임금이 9.75달러로 인상되는 것을 볼 것이며, 

궁극적으로 뉴욕시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그리고 전주적으로는 2021년 7월 1일에 

시간당 15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2013년 3월에 주지사는 전주적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시작하여 시간당 9달러로 임금을 

인상시켰습니다. 

 

TerraNut 사장사장사장사장 Urszula Lulewicz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높은 최저 

임금의 보편화를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직원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사기를 높여 궁극적으로 더 튼튼한 지역 비즈니스 환경을 창조할 것입니다. 소기업 

소유자로서 저는 최저 임금 인상이 비즈니스 상식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Long Island African American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회장회장회장회장 Phil Andrew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 임금은 Long Island African American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중요합니다. 15 달러의 강력한 최저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소재하는 Long Island 및 NYC 지역의 경제와 함꼐 회원들의 수익이 개선되어 

우리 회원들에게도 덕이 될 것입니다. 직원은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버는 만큼만 지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Cuomo 지사가 

제안하듯이 임금이 증가할 때 근로자들은 임차료를 내고, 지역 업소에서 필수품을 사며, 

여기 저기서 작은 향응으로 가족을 만족시킬 돈을 더 많이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두둑한 호주머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비즈니스와 더 

높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Second Avenue Partners의의의의 공동공동공동공동 창업자창업자창업자창업자 Nick Hanau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 법칙은 근로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할 때 기업은 고객이 늘어나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높은 곳에 비즈니스가 잘 되는 데 

특히 식당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거나 

비즈니스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일반인들에게 겁을 주고 자기 근로자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적절한 

임금 지불은 근로자들을 위해 좋고, 비즈니스를 위해 좋으며, 뉴욕주 납세자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배후지에서 즐기는 것 같이 견실한 요식 산업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LaBella Associates의의의의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Sergio Esteb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을 

획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빈곤의 수렁에 빠지도록 한다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공정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우리는 가족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 지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투쟁에서 Cuomo 지사와 함께 하여 

자랑스러우며 모두를 위한 공정성과 기회를 진흥하는데 있어서 전국을 계속 리드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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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PathStone Corporation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Stuart J. Mitche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최저 임금 인상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합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우리는 수 백만 

가족을 빈곤에서 들어올리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당연한 적절하고 정직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15달러를 위한 투쟁을 이끄시는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내며 

주 의회도 동참하여 이 스마트하고 상식적인 제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Gardiner 소재소재소재소재 On Belay Business Advisors Inc.의의의의 CEO 겸겸겸겸 창립자창립자창립자창립자 Ajax Green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제조로부터 소매까지, 식품 산업으로부터 전자 상거래까지, 

우리는 수 십년 동안 기업들이 개선하고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직원, 기업과 우리 경제를 위한 윈윈입니다.” 

 

Brooklyn 소재소재소재소재 IceStone USA의의의의 CEO인인인인 Dal LaMagn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를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자신의 추가 소득을 

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뉴욕주 전역의 업소에서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우리 주를 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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