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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6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100여여여여 신앙신앙신앙신앙 지도자들이지도자들이지도자들이지도자들이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유급가족휴가를유급가족휴가를유급가족휴가를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고통과시키고통과시키고통과시키고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인상하기인상하기인상하기인상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공정성공정성공정성공정성 투쟁투쟁투쟁투쟁”에에에에 합류하였음을합류하였음을합류하였음을합류하였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Allen A.M.E. 대성당대성당대성당대성당, 크리스천크리스천크리스천크리스천 문화센터문화센터문화센터문화센터 & 아비시니아아비시니아아비시니아아비시니아 침례교회를침례교회를침례교회를침례교회를 
방문방문방문방문; 유명유명유명유명 신앙신앙신앙신앙 지도자들이지도자들이지도자들이지도자들이 유급가족휴가를유급가족휴가를유급가족휴가를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고제정하고제정하고제정하고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15달러로달러로달러로달러로 인상할인상할인상할인상할 것을것을것을것을 

주주주주 의회에의회에의회에의회에 촉구촉구촉구촉구 

 

유급가족휴가로유급가족휴가로유급가족휴가로유급가족휴가로 전주의전주의전주의전주의 수수수수 백만백만백만백만 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 혜택을혜택을혜택을혜택을 보고보고보고보고; 15 달러달러달러달러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으로인상으로인상으로인상으로 
230만만만만 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보다보다보다보다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원하시면원하시면원하시면원하시면  www.ny.gov/Fightfor15 또는또는또는또는 
www.ny.gov/paidfamilyleave를를를를 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전역 커뮤니티의 100여 신앙 지도자들이 “공정성 

투쟁”에 합류하여, 뉴욕주의 12주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고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그의 제안을 지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주지사가 

뉴욕의 Allen A.M.E. 대성당, 크리스천 문화센터 및 할렘의 아비시니아 침례교회를 

방문함에 따라 나왔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수 백만 근로가족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주의 뉴욕주민들에게 경제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 공정성에 대한 것이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희망, 기회 및 신분 이동성 

약속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만약 

풀타임으로 일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이 주의 근로가족을 들어올려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품위, 존엄과 존중을 되돌려줄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 남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공정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공정성 투쟁”을 지지하는 신앙 지도자들의 리스트: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Abyssinian Baptist Church -- Reverend Dr. Calvin Butts 
Bethesda Missionary Baptist Church of Jamaica – Bishop Charles Norris Sr.  
Brooklyn Heights Synagogue -- Rabbi Serge A. Li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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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dral Church of Saint John the Divine -- Reverend Canon Julia E. Whitworth 
Change a Life Ministries -- Pastor Peggy Smalls  
Christian Cultural Center -- Reverend A.R. Bernard, Founder, Senior Pastor and CEO  
Church of God NYC -- Reverend Antoine Asse  
Church of God of Prophecy -- Bishop Earl McKay  
Church of the Nazarene -- Reverend Dr. Les Mullings  
Clergy United for Community Empowerment -- Reverend James Barnwell 
Congregation Beit Simchat Torah -- Rabbi Sharon Kleinbaum 
Congregation Mt. Sinai -- Rabbi Seth Wax  
First Baptist Church of East Elmhurst -- Reverend Patrick Young  
First Central Baptist Church -- Reverend Demetrius Carolina  
Greenpoint Reformed Church -- Reverend Ann Kansfield  
Iglesia Un Camino Al Cielo -- Carmen Perez  
Jamaica Muslim Center -- Imam Shamsi Ali 
Multifaith Alliance for Syrian Refugees -- Rabbi Eric J. Greenberg  
Mount Neboh Baptist Church -- Reverend Dr. Johnnie Green  
Mt. Sinai United Christian Church -- Reverend Victor Brown  
New Greater Bethel Ministries -- Pastor John Boyd  
New York Board of Rabbis -- Rabbi Joseph Potasnik, Executive Vice President 
The House of the Lord Churches -- Reverend Herbert Daughtry, National Presiding 
Minister 
Project Hospitality -- Reverend Terry Troia  
Spanish Missionary Baptist Church -- Pastor Jose Quinones  
St. Phillips Baptist Church -- Reverend Tony Baker  
Stapleton UAME Church -- Reverend Maggie Howard 
Temple Sinai of Massapequa -- Rabbi Janise Poticha  
The Episcopal Diocese of New York -- Bishop Andrew Dietsche  
The Greater Allen A.M.E. Cathedral of New York -- Reverend Floyd Flake  
Third Day Missions, Inc. -- Reverend Daniel Delgado 
Trinity Lutheran Church -- Reverend Sam Cruz 
Union Grove Missionary Baptist Church -- Reverend Frederick Crawford 
 
Long Island 
Bethel A.M.E. Church of Copiague -- Pastor Keith Hayward  
Calvary Baptist Church -- Reverend Erwin Trollinger  
Centro Cristiano Renacer -- Pastor Carlos Sorto  
Christian Gateway Church -- Pastor Emmanuel Asse 
Christian Light Missionary Baptist -- Reverend Isaac Melton  
Church of South Hempstead -- Reverend Patrick Duggan 
Church of God Hempstead -- Pastor Eliezer Reyes  
Eglise de Dieu de Baisley -- Pastor Pierre Windsor Joseph 
First Baptist Church of Westbury -- Bishop Lionel Harvey  
Franklin Outreach Ministries The Church Without Walls -- Reverend Lorraine Madry 
Gateway Christian Center -- Reverend Frantz Metellus 
Genesis Assembly of God -- Pastor Fernando Gomez  
Harvest at the Atlantic Church of God Island Park -- Mark Beavers,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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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eb Christian Alliance -- Reverend Jean Romulus 
Iglesia de Dios of Uniondale -- Pastor Amado Brito  
Long Island Council of Churches -- Reverend Tom Goodhue  
New Life Christ Church Long Beach -- Pastor Mark Moses  
St. Mark Remnant Ministries Inc. -- Reverend Roderick Pearson 
 
Hudson Valley 
Bet Am Shalom Synagogue -- Rabbi Lester Bronstein 
Bethesda Baptist Church of New Rochelle -- Rev. Dr. Allen Paul Weaver 
Calvary Baptist Church -- Reverend Erwin Trollinger 
Community Unitarian Universalist Congregation at White Plains -- Rev. Meredith 
Gamon 
First Baptist Church of Bronxville -- Reverend Lamont Granby 
Grace Church Today -- Senior Pastor W. Franklyn Richardson 
Iglesia 3ra Nueva Jerusalem -- Pastor Jeremias Cortave 
Kingdom Christian Cultural Center -- Rev. James Hassell 
Macedonia Baptist Church -- Reverend Darren Morton  
Metropolitan AME Zion Church -- Pastor Julius Walls  
Middletow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 Reverend Victor Dyman  
Mt. Vernon Heights Congregational Church -- Reverend Troy DeCohen  
One Accord Christian Church -- Reverend Robert Bolton  
Shaarie Tikvah Congregation -- Rabbi Carl Astor  
Shiloh Baptist Church -- Reverend DeQuincy Hentz  
St. Peter's Evangelical Lutheran Church -- Reverend Aaron Royale  
The Unitarian Universalist Congregation of the Catskills -- Reverend Erica Baron  
Union Presbyterian Church of Newburgh -- Reverend David Mason  
Unitarian Universalist Fellowship of Northern Westchester -- Reverend Michael Tino  
Unity Baptist Church, Mt. Vernon -- Reverend Ed Mulraine  
 
Central New York 
Alliance for Transforming Communities -- Mark Cass, Executive Director  
Episcopal Diocese of Central New York -- Bishop Skip Adams  
New Life Temple of Praise -- Bishop Ronald Dewberry  
St. Lucy's Church -- Father Jim Matthews 
Temple Society of Concord -- Rabbi Daniel Fellman  
 
Finger Lakes 
American Baptist Church of the Rochester Genesee -- Reverend Alan Newton  
First Born Church of the Living God -- Reverend Sarah Davis  
Greece Baptist Church -- Senior Pastor Steve Gretz 
Greece Baptist Church -- Assistant Pastor Nicole Iaquinto 
Greece Baptist Church -- Assistant Pastor Cheryl Frank 
Lily of the Valley Church of God in Christ -- Reverend Leon Dupree  
Peace Missionary Baptist Church -- Reverend Franklin Ross  
Prayer House Church of God By Faith -- Pastor George Dailey 
Prayer House Church of God By Faith -- Elder Willie Light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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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 Reverend William Wilkinson 
 
Southern Tier 
Olean Area Lutheran Churches -- Reverend Gerard LeFerber  
River of Life Church of God In Christ -- Pastor Mario Williams 
Upper Room Family Worship Center -- Reverend Amos Simmons 
Mt. Sinai Church of God in Christ – Reverend Arthur Jones  
 

뉴욕뉴욕뉴욕뉴욕주주주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Bethlehem Lutheran Church -- Reverend Timothy Hoyer  
Blackwell A.M.E. Church -- Reverend Reggie Smith  
Community Helping Hands -- Reverend James Barnwell 
Emmanuel Baptist Church of Jamestown -- Reverend Leroy Walker  
First Congregational Church -- Reverend David Potts  
First Covenant Church -- Reverend Julie Anderson  
Healing World Ministry -- Bishop Leecroft Clark  
Lincoln United Methodist Church -- Pastor George Nicholas  
Miracle Missions Full Gospel Church -- Pastor James Lewis III  
Open Door #3 Church of God in Christ -- Reverend Frank Torrain 
Second Baptist Church -- Reverend Mark Blue 
St. Mary's Episcopal Church -- Reverend Michael Lonto  
True Bethel Baptist Church -- Reverend Darius Pridgen  
United Christian Advocacy -- Reverend Rick Hunter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 Reverend Thomas Yorty  
 
Mohawk Valley 
Johnson Park Center -- Reverend Maria Scates 
Temple Emanu-El -- Rabbi Cassi Kail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Holy Serenity COGIC -- Pastor Cornelius Clark  
Mount Olivet Baptist Church of Empowerment in Saratoga Springs -- Pastor Victor 
Collier  
Metropolitan New Testament Mission Baptist Church -- Pastor Damone Paul Johnson  
Shiloh Baptist Church, Hudson & President, Empire Baptist Missionary Convention -- 
Pastor Ronald Grant  
St. John's COGIC & President, Albany African American Clergy United For 
Empowerment -- Pastor McKinley Johnson 
Troy Area United Ministries -- Reverend Donna Elia  
Wilborn Temple First COGIC -- Pastor Solomon Dees  
 
North Country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Plattsburgh -- Dr. Robert Svenson  
Grace Episcopal Church of Canton -- Father Chuck Smith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Canton -- Reverend Michael Catanzaro  
University Chaplain at St. Lawrence University -- Reverend Kathleen Buck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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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A.M.E. 뉴욕뉴욕뉴욕뉴욕 대성당대성당대성당대성당 Floyd Flake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말했말했말했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가족휴가 제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실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하루의 일은 공정한 임금과 사랑하는 이를 

돌볼 수단으로 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품위외 존엄성을 지니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으며 그래서 저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렘할렘할렘할렘 소재소재소재소재 Mt. Neboh Baptist Church의의의의 목사목사목사목사 Johnnie Green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는데 – 진실은 

최저임금이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와 보조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 

전역의 근로 계층 가족들이 큰 곤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자는 Cuomo 지사의 제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수 백만 사람들에게 기회와 재정적 안보를 복원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랍비위원회랍비위원회랍비위원회랍비위원회 부의장부의장부의장부의장 Joseph Potasnik 랍비는랍비는랍비는랍비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지사에게 동의합니다 -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 어느 누구도 빈곤 속에 살아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면 뉴욕시와 주 전역의 

근로가족들이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고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수 백만 뉴욕주민들의 삶을 바꿀 현명하고 합리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주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주지사의 리더십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Gateway Christian Center의의의의 주교주교주교주교 겸겸겸겸 국민행동국민행동국민행동국민행동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Long Island 지부장지부장지부장지부장 

Emmanuel Ass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평등권과 평등한 기회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주와 나라를 리드하였는데 – 그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공정 급여 

및 유급가족휴가를 위해 투쟁함으로써 그 전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 백만 

근로가족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공정하고, 더욱 정의로운 주를 창조하기 위해 이 제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주 

의회가 이 투쟁에 동참하여 모든 뉴욕주민들을 고양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Binghamton 소재소재소재소재 Mt. Sinai Church of God in Christ 목사목사목사목사 Arthur Jon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는 것은 더 튼튼한 

경제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더 좋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규직에 준하는 일을 하는 수 백만의 사람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거나 지붕 아래에서 살기 위해 계속 고생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많은 근로 계층 사람들에게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 

본인과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Cuomo 지사의 제안을 지지하며 모든 의원들이 동참하여 금년에 그것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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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son 소재소재소재소재 Shiloh Baptist Church의의의의 Ronald Grant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호의를 가진 많은 자상하고 동정적인 뉴욕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커뮤니티의 근면한 수 천명 주민들이 뒤에 처져, 괜찮은 삶의 질을 제공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수지를 맞추느라 고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결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근면한 

가족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모든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첫 날부터 지지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공정성 투쟁을 리드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경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성공회성공회성공회성공회 뉴욕교구뉴욕교구뉴욕교구뉴욕교구 Andrew Dietsche 주교는주교는주교는주교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진보적 

대의 옹호에서 전국을 리드해 왔는데 저는 전주적 15달러 최저임금과 유급가족휴가를 

위한 Cuomo 지사의 투쟁으로 그 전통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주지사의 

대담한 제안으로 뉴욕주민들은 당연한 공정 임금을 받아, 수 백만의 근면한 개인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온 수 십년의 경제 부정의를 역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공정성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룩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Staten Island의의의의 Project Hospitality 대표대표대표대표 Terry Troia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고 15달러 최저임금을 통과시키려는Cuomo 지사의 상식적 

게획은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고생하는 수 백만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 정의는 모든 뉴욕주민들의 선을 위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인데, 

풀타임으로 일하는 수백만 명에게 현재의 최저임금은 품위있고 지탱 가능한 소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뉴욕주의 사회 정의를 그렇게 충실하게 

옹호하시는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Utica 소재소재소재소재 Temple Emanu-El의의의의 Cassi Kail 랍비는랍비는랍비는랍비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랍비 겸 

어머니로서 저는 유급가족휴가를 제안하신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신생아와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근면한 미국인들이 

위기의 때에 아픈 친척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상식적 제안은 수 

백만 근로 가족들을 고양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모든 근로 남녀들이 품위 있는 음식과 품위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뉴욕주의 새 시대로 

진입합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공정성과 기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단결하여 

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고 15달러 최저임금을 제정할 때입니다.” 

 

Long Island 소재소재소재소재 Bethel A.M.E. Church of Copiague의의의의 Keith Hayward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자는 Cuomo 

지사의 제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수 백만 뉴욕주민들이 마침내 품위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들은 합리적으로서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가질 것이며 현상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공정 급여와 유급가족휴가를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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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듣고 금년에 Cuomo 지사의 제안을 통과시킬 것을 장려합니다.” 

 

Buffalo Common Council 의장의장의장의장 Darius Pridgen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현재의 정체된 최저임금은 너무 많은 근로 가족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지속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의 수 백만 남녀들에게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품위 있게 부양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Buffalo를 위해 그리고 뉴욕주를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Buffalo 소재소재소재소재 Lincoln United Methodist Church의의의의 George Nicholas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유급가족휴가 및 15달러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뉴욕주민들을 위해 정의와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근면한 남녀들이 집세를 

제 때에 납부하기 위해 고생하거나 아픈 친척을 돌보기 위해 휴가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Cuomo 지사의 리더십은 뉴욕주의 모든 

근로가족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더욱 공평한 보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급가족휴가는 이미 건강 위기를 다루고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 곤경의 

악화를 예방할 것입니다. 이 실용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는 근로자를 존중하고 가족 

가치를 진흥하려는 참된 집념을 입증합니다.” 

 

Buffalo 소재소재소재소재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의의의의 Thomas Yorty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려는 Cuomo 지사의 계획은 

주 전역의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하루의 힘든 일을 투입하는 그 누구도 빈곤하게 살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는 것은 공정성 투쟁에서 큰 전진인데, 저는 

뉴욕주의 진보적 대의에서 다시 한 번 리더가 되신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Syracuse 소재소재소재소재 New Life Temple of Praise의의의의 주교주교주교주교 겸겸겸겸 Center of Hope 

International의의의의 CEO인인인인 Ronald B. Dewberr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려는 Cuomo 지사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며, 

고용주들이 적절히 게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더 좋은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 급여와 유급가족휴가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와 함께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Newburgh 소재소재소재소재 Union Presbyterian Church의의의의 David Mason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져서는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자는 주지사의 제안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제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이 뉴욕주에 아직도 살아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Cuomo 지사의 “공정성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밝고 공정한 미래를 

창조하려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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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 Vernon Heights Congregational Church의의의의 목사목사목사목사 겸겸겸겸 Interfaith Clergy for 

Social Action(ICSA)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Troy DeCohe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주의 근로자들이 가족을 먹이거나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아픈 이를 돌보기 위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을 고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고 15달러 최저임금을 제정하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수 백만 명의 가족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지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 의회가 

주지사의 리드를 따라 이번 회기에 이러한 제안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nton 소재소재소재소재 Grace Episcopal Church의의의의 Chuck Smith 신부는신부는신부는신부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제가 Cuomo 지사의 공정성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 주의 열심히 

일하는 수 백만 남녀들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유급가족휴가를 통과시키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 스마트하고 전향적 사고의 계획을 제정함으로써만 

우리는 근로 가족들을 위해 경제적 정의 및 공정성이라는 약속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튼튼한 뉴욕주를 창조하려는 Cuomo 지사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주 의회가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심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Rochester 소소소소재재재재 Lily of the Valley Church of God 의의의의 Leon Durpee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는 것은 

근로가족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전체를 위해서도 

수지맞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수 많은 뉴욕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수 백만 명의 

가족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가 리드할 때 

우리나라의 나머지도 따른다는 것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전주적 15달러 최저임금과 

유급가족휴가가 이번 회기에 제정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Rochester 소재소재소재소재 Trinity Emmanuel Presbyterian Church의의의의 목사목사목사목사 William 

Wilkinson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 

뉴욕주민들을 빈곤한 삶으로 내몰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유급가족휴가를 제정하려는 Cuomo 지사의 현명하고 앞을 내다보는 사고의 이 

계획은 부정의를 시정하고 너무 오랫 동안 뒤처져온 수 백만 가족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길을 선도하여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공정성과 

품위를 가져다 주기 위해 애쓰시는 Cuomo 지사께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을 

주 의회가 이번 회기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급유급유급유급 가족가족가족가족 휴가휴가휴가휴가 제정제정제정제정 

현재 연방법은 무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만 제공하고 있어서 아픈 친척이나 신생아를 

돌봐야 하거나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방의 무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는 전체 근로자 중 약 60%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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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일당직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미국 

근로자의 88%는 유급 가족 휴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12주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수 복지 

금액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유급 휴가의 두 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짧은 휴가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들은 2021년까지 주당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 평균 주급의 최대 6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신생아와 함께 중요한 오붓한 시간을 갖고 아픈 친지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유급유급유급유급 가족가족가족가족 휴가는휴가는휴가는휴가는 여성여성여성여성, 소수자소수자소수자소수자 및및및및 저소득저소득저소득저소득 근로자들에게근로자들에게근로자들에게근로자들에게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줍니다줍니다줍니다줍니다. 일당으로 생계를 

잇는 가족의 경우 유급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합니다. 주 전역에 걸쳐 

18세 미만인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 중 39% 이상은 빈곤층 수준 이하의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과 소수민족은 각각 국가적인 빈곤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건강한 아기의 양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 휴가 연장은 

출산 증가, 조산 감소와 함께 영아 사망률의 급감을 낳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종 격차를 줄이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2012년, 백인 유아 사망률은 매 1,000여 명 

출생에 대하여 3.7명에 불과했지만 히스패닉 유아의 경우 5.27명, 흑인 유아의 경우 

8.96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출산 휴가의 전체 사용보다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새 엄마가 된 일반 여성에 대하여 약 예닐곱 주부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는 (휴가 사용)을 

3배로, 미혼모 여성에게는 5배로, 인종별 소수민족의 경우 7배로 연장함으로써 가족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격차를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유급유급유급유급 가족가족가족가족 휴가는휴가는휴가는휴가는 공적공적공적공적 부조에부조에부조에부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수요를수요를수요를수요를 줄입니다줄입니다줄입니다줄입니다. 아픈 가족이나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뉴욕시민에 대한 수입 손실은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뉴욕주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 공제로 

운영되는 유급 가족 휴가를 제정하는 것은 더 근로자 가족이 공공 지원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현명한 정책입니다. 

 

유급유급유급유급 가족가족가족가족 휴가는휴가는휴가는휴가는 기업에도기업에도기업에도기업에도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줍니다줍니다줍니다줍니다.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를 

위해서도 많은 혜택을 남깁니다. 연방 노동부의 연구에 의하면 유급 가족 휴가는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하고 이직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극적으로는 채용 및 교육의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급 가족 휴가의 

이용은 직원들의 생산성, 참여 및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유급유급유급유급 가족가족가족가족 휴가는휴가는휴가는휴가는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튼튼하게튼튼하게튼튼하게튼튼하게 만들어만들어만들어만들어 줍니다줍니다줍니다줍니다. 유급 가족 휴가 이용이 증가하면 

경제와 인력이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근로 부모 또는 간호자들이 아이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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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를 돌보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시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한 더 큰 지원, 

커뮤니티에서 더 큰 경제 활동과 전반적으로 더욱 활기찬 인력이 탄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급 가족 휴가는 저소득, 소수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기회 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급유급유급유급 가족가족가족가족 휴가는휴가는휴가는휴가는 대중의대중의대중의대중의 폭넓은폭넓은폭넓은폭넓은 지지를지지를지지를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확보하였습니다확보하였습니다확보하였습니다. Roosevelt Institute가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3%가 유급 가족 휴가를 지지하였습니다. 그 

지지는 민주당편의 96%, 무소속편의 85% 및 공화당편 지지자의 67%로 당파를 

넘어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이 5년 동안 시행된 

후의 기업 설문조사에서 고용주의 91%가 이 정책의 효과가 괄목할 만 하거나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적전주적전주적전주적 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최저임금을 15 달러로달러로달러로달러로 인상인상인상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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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더 높은 임금은 

새로운 경제 성장 및 활동을 창출하면서 지출력을 증대하고 더 많은 돈을 다시 지역 

경제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술하는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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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소득자들의소득자들의소득자들의소득자들의 대부분이대부분이대부분이대부분이 성인입니다성인입니다성인입니다성인입니다. 뉴욕주 최저임금 소득자들의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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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이며 부모 또는 양쪽 모두와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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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의 15달러 

최저임금은 인플레와 생계비 차이에 대해 조정하면 1970년 뉴욕주 최저임금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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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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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를 보여줍니다. 

 
 

최저 임금 인상의 경제적 이익은 비용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기업이 

시행하게 하고, 그러한 변화를 특성이 다른 지역 경제가 흡수하게 하려면 다음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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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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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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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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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