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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속적인 경제적 강정을 보이는 예산국(DIVISION OF BUDGET, DOB)
분석에 따라 15달러 최저 임금의 단계적 시행을 2020년에도 지속할 것을 발표

임금 인상,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
최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사상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예산국
보고서 이후 발표
임금은 상승하고 파트타임 최저 임금 근로자 비율은 감소

예산국(Division of the Budget)의 법적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실업률의 최저치로
감소가 최근 최저 임금 인상이 모든 지역의 노동력 수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며
흡수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5달러 최저 임금의
단계적 시행이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꾸준히 계속되는 고용 증가 및 임금 인상에 대한 현재 전망에 따라 주
노동 시작은 2020년에 예정된 최저 임금 인상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뉴욕시에서 1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올해 1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에서는 시간당
13달러로 상승할 것이며 이외 주에서는 11.80 달러로 인상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모범 예시를 제시하며 경제적 정의를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15달러 최저 임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낮은 실업률 기록, 빈곤층 감소, 여러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노동자 감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정당한 하루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합당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최저 임금 법령에 따라 각 지역의 경제 상태를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은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또는
지연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산국 최저 임금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2018년 9월, 뉴욕주의 실업률은 각 계절 조정 기준에 따라 사상 최저치인 3.8%로
하락했으며, 그 이후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 첫 10개월 동안 주 실업률은 평균 4% 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2개월 동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9년은 1970년대 이후 연간 평균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기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는 2019년도의 1.4% 성장세를 이어 2020년에도 여전히 1.2%의
건강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 인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2018년 전국적으로 가계 소득이 0.8%
성장만을 보인 반면 뉴욕주의 가계 소득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임금은 견고한 노동 시장 속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임금 근로자의 수는 2020년에 약 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력의 16.4%를 차지합니다. 이는 1백만 명 이상의 뉴욕주 근로자가 2013년
이후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은 2009년의 52.1%에서 2020년 41.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임금 노동자는 나이가 들어 풀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16~24세의
근로자 비율은 2009년의 41.4%에서 2020년 31.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가 처음 취임한 이래로 뉴욕주의 노동자 가정을 위해 경제적 평등과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으로는 경제 공정성 회복을 위한 최저
임금 15달러 승인, 전국적인 강력한 일자리 보호 유급 육아 휴직 프로그램 시행,
실망스러운 "야누스(Janus)" 대법원 결정에 따른 지방 정부 및 주 정부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농장 근로자 법안(Farm Workers
Bill)을 제정함으로써 뉴욕의 농장 근로자 수천 명에게 단체 교섭권 및 다른 중요한
보호권을 부여하는 등 역사적 진보를 계속해서 이뤘습니다.

위치
뉴욕시 - 대규모
사업장
고용주(11명
이상 고용)

일반적인 최저 임금 인상 일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1.00

$13.00

$15.00

위치

일반적인 최저 임금 인상 일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뉴욕시 -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10명
이하)

$10.50

$12.00

$13.50

$15.00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노동자

$9.70

$10.40

$11.10

$11.80

$12.50

*

*향후 인상은 매년 영향을 검토한 후, 예산국 국장(Director of the Division of the
Budget)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협의하여 결정할 인덱스 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 임금 15달러 단계별 시행
•

•

•

•

•

최저 임금 15달러 법안은 2016~2017년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통과되었으며,
뉴욕주의 근로자 가구들에 대한 경제적 정의 및 공정성을 회복시키려는 주지사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에 기초를 둔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최소 직원 11명)에 고용된 뉴욕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이
2016년 말 11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2달러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5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최소 직원 10명 이하의)에 고용된 뉴욕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이 2016년 말 10.50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1.50달러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3.50달러에 달했으며 2019년 12월 31일에는 15달러로
인상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근로자들의 경우, 2016년 말 최저
임금이 10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1달러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2달러로 인상되었고, 2021년 12월 31일에는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지역의 뉴욕주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은 2016년 말 9.70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0.70센트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1.10달러로
인상되었고, 2020년 12월 31일에는 12.50달러로 인상됩니다. 그 후 최저 임금은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국 국장이 정한 인덱스 일정에 따라 15달러까지 계속
인상됩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www.ny.gov/minimumw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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