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 예정 상기  

  

뉴욕주가 최저 임금을 15달러 가까이 인상함에 따라 인상함에 따라 지역 최저 임금 12월 

31일 자로 인상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고용주를 신고하는 임금 착취 신고 직통전화(1-888-4-

NYSDOL)를 이용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2019년 12월 31일부터 주 

전역의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고용주들에게 최저 요금 정보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년,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최저임금법을 지지하여 시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 전체의 최저 임금 15달러를 달성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념적인 최저 임금 인상으로 뉴욕은 계속 

노동자 가정을 위한 경제 정의 실형을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여 다른 주정부가 따라야 할 모범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공적 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뉴욕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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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12월 31일부터 일반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지역  
새로운 최저 임금 발효 

2019/12/31  

2019년 최저 

임금  

뉴욕시 -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10명 

이하)  
15.00 달러  13.5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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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13.00 달러  12.00 달러  

뉴욕주 기타 지역  11.80 달러  11.10 달러  

  

*뉴욕시에서는 대규모 고용주(11 명 이상)의 경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00 달러로 

유지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패스트푸드 점의 종업원의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지역  새로운 최저 임금 발효 2019/12/31  2019년 최저 임금  

뉴욕시 외곽  13.75 달러  12.75 달러  

  

*뉴욕시에서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00 달러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최저 임금 인상 일정  

위치  12/31/16  12/31/17  12/31/18  12/31/19  12/31/20  2021*  

뉴욕시 - 대규모 

사업장 

고용주(11명 이상 

고용)  

11.00 

달러  

13.00 

달러  

15.00 

달러  
      

뉴욕시 -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10명 이하)  

10.50 

달러  

12.00 

달러  

13.50 

달러  

15.00 

달러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10.00 

달러  

11.00 

달러  

12.00 

달러  

13.00 

달러  

14.00 

달러  

15.00 

달러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노동자  

9.70 

달러  

10.40 

달러  

11.10 

달러  

11.80 

달러  

12.50 

달러  
*  

  

  

  

최저 임금 15달러 단계별 시행  

  

• 최저 임금 15달러 법안은 2016~2017년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통과되었으며, 뉴욕주의 근로자 가구들에 대한 경제적 정의 및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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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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임금 인상은 개인이 근무하는 장소, 산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의 사업 

규모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여러 

수단을 제공합니다. www.labor.ny.gov/minimumwage.  

•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최저 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FAQs)  

• 직원들이 고용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저 현금 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저 임금 검색 도구  

• 직원들은 최저 임금 정보 요청서를 통해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아직 답변을 얻지 

못한 추가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기관들은 본 요청서를 통해 예정된 

임금 인상에 관한 실시간 프레젠테이션 혹은 웹 세미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임금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비전 덕분에 우리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그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력은 뉴욕의 가장 큰 자산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번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부(Labor 

Department)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www.labor.ny.gov/minimumwage
https://www.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workprot/minwage.shtm
https://www.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workprot/minwage.shtm
https://labor.ny.gov/minimum-wage-lookup/
https://www.labor.ny.gov/secure/minimum-wage-information-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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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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