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고 발표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고용주를 신고하는 임금 착취 신고  

직통전화(1-888-4-NYSDOL) 개통  

  

새로운 최저 임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의 멀티미디어 공공 교육 캠페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뉴욕시의 대규모 

사업장 고용주들이 최저 임금을 15 달러로 인상하며 뉴욕주 모든 지역에서 계속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고용주를 신고하는 임금 착취 신고 직통전화(1-888-4-NYSDOL)를 개통했습니다. 

인금 인상과 병행하여,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새로운 

최저 임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공공 교육 캠페인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의 역사적인 인상을 통해, 뉴욕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미국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근면한 

근로자 가정을 위해, 그리고 뉴욕 주민의 삶을 위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점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정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 교육 캠페인은 텔레비전, 디지털, 라디오, 지하철 광고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임금을 

인상받으며 인상분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뉴욕 주민에게 

상기시킵니다. 텔레비전 공중파로 방송되는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용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이 

단계별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어떤 고용주라도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  

(1-888-4-NYSDOL)를 설치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YuvTACO1_lI&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T-yQpyczks&feature=youtu.be


 

 

  

  

일반적인 최저 임금 인상 일정  

위치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2021*  

뉴욕시 - 대규모 

사업장 

고용주(11 명 

이상 고용)  

$11.00  $13.00  $15.00        

뉴욕시 -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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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10.40  $11.10  $11.80  $12.50  *  

  

  

최저 임금 15 달러 단계별 시행 일정  

  

• 최저 임금 15달러 법안은 2016년-17년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통과되었으며, 뉴욕주의 근로자 가구들에게 경제적 정의 및 공정성을 

회복시키려는 주지사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에 기초를 

둔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직원 11명의)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뉴욕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이 2016년 말 11 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2 달러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5 달러로 인상됩니다.  

• (최소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뉴욕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이 2016년 말 10.50 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1.50 달러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 13.50 달러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에는 

15 달러로 인상될 것입니다.  

•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근로자들의 경우, 2016년 

말 최저 임금이 10 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1 달러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2 달러로 인상되고 2021년 12월 31일에는 15 

달러로 인상됩니다.  

• 나머지 지역의 뉴욕주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은 2016년 말 9.70 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70 센트씩 추가로 인상되어 2018년 12월 31일에는 11.10 

달러로 인상되고 2020년 12월 31일에는 12.50 달러로 인상됩니다. 그 후 

최저 임금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국(Division of Budget) 국장이 정한 물가 연동 방식의 일정에 따라 15 

달러까지 계속 인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ny.gov/minimumw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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