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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는 ‘공정
공정 임금을 위한 투쟁’
투쟁 캠페인을 시작
Cuomo 주지사, 노동 지도자들은 Buffalo에서 모여 뉴욕의 최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임
주지사는 공정한 임금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도록 돕기 위한 공정 임금을 위한 투쟁
웹사이트 를 공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뉴욕에서 최저 임금 인상 조치를 만들 “공정
임금을 위한 투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www.ny.gov/FightForFairPay.
주지사는 뉴욕 시에서 주 전체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50 달러에서 11.50 달러로
인상하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모임을 위해 Buffalo에 노동 및 지역 사회 지도자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주지사와 그의 내각의 구성원은 주지사의 제안에 대한 지원을 규합하고
실현하기 위해 주 전체를 방문할 것입니다.
“유익하고 건강한 성공이 모든 이들을 함께 잘 살게 하며 이것이 지역 사회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우리는 우리 전체 인력이 경제 회복과 우리 주 전체에서 보이는
새로운 모멘텀의 일부가 될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은 항상 강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의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선도를 했으며, 올해 우리는 공정 임금과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의 현재 최저 임금은 지금까지 주의 평균 시간당 임금 이하로 떨어진 시간 당 8.75
달러입니다. 2012년,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생활비와 일치하도록, 2015년 12월까지 최저
임금을 7.25 달러에서 9 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지사는 다시 한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저소득층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을
제안합니다. 뉴욕 주 소매업 위원회, 호텔 및 모텔 거래위원회, 1199 SEIU, 32BJ SEIU 및
기타를 포함하는 기업 및 노동 단체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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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공정하고 더 효과적인 업무
관행을 장려하고, 근로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뉴욕 시 외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도록 제안하는 뉴욕 주 노동부의 프로젝트는 임금
상승에서 매년 15억 달러를 뉴욕 시의 임금 상승에서 19억 달러를 생성할 것이며, 주
전체에서는 39억 달러 이상을 가져와 주 경제에 중요한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 주에서 최저 임금 노동자를 위한 중요한 통계
• 현재 뉴욕 주에서 594,000명 이상의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존재합니다.
• 최저 임금 인상은 다음 성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o 뉴욕 시 제외 시간당 10.50 달러 혹은 그 이하를 버는 시간당 노동자의
55%가 25세 이상입니다.
o 뉴욕 시 제외 시간당 10.50 달러 혹은 그 이하를 버는 시간당 노동자의
34%가 35세 이상입니다.
o 뉴욕 시에서 시간당 11.50 달러 혹은 그 이하를 버는 시간당 노동자의
75%는 25세 이상입니다.
o 뉴욕 시에서 시간당 11.50 달러 혹은 그 이하를 버는 시간당 노동자의
51%가 35세 이상입니다.
• 최저 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여성을 도울 것입니다:
o 뉴욕 시 외의 10.50 달러 혹은 그 이하를 받는 시간당 노동자의 57%는
여성입니다.
o 뉴욕 시에서 11.50 달러 혹은 그 이하를 받는 시간당 노동자의 55%는
여성입니다.
• 주지사가 제안한 수준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1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사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주지사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뉴욕의 팁 근로자의 임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시간당 7.50 달러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려는 주 노동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는 식품 서비스 근로자 및 서비스 직원을 위한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권장하기 위해
2014년에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부서인 임금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했습니다.
부서는 인상된 최저 임금을 포함하여 팁 임금에 대한 위원회의 많은 권고 사항을 받아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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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주지사의 제안은 2015년 기회 아젠다에 포함된 빈곤 퇴치 및
불평등 투쟁을 위한 10-점 계획의 일부입니다:
1. 뉴욕주 최저임금을 10.50 달러로, NYC 최저임금을 11.50로 인상.
2. 일을 원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업률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에서 실업 타격대를 확장.
3. 뉴욕에 걸쳐 도심 내 지역 사회에서 허용치를 넘어선 높은 실업률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청소년 채용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두 배로.
4. 취약 계층 뉴욕 주민들을 위해 주택에 4억8,600만여 달러 투자.
5. 노숙자 서비스를 위해 2억2,000만 달러 추가 투자.
6.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에 대한 추가 지원 주택을 만들 NY/NY IV
주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1억 8,300만 달러 투자.
7. 굶주림 퇴치 전담반에게 450만 달러 배정.
8. 품질, 효율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뉴욕 주민에 제공하는 비영리 인사 서비스
조직의 도달을 위해 5,000만 달러 비영리 인프라 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개설.
9. MWBE 기회 30% 증가.
10. 대출변제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Loan Forgiveness Program)은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학을 졸업한 첫 두 해 동안은
대출을 변제해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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