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중산층을 위한 2018년 경제 정의 프로그램 개시: 뉴욕주의 최저 임금 

인상, 유급 가족 휴가 및 중산층 세금 감면 정책 발표  

  

뉴욕주가 최저 임금을 15달러 가까이 인상함에 따라 인상하는 오늘날 지역 최저 임금  

  

뉴욕 주민들은 1월 1일, 즉 내일부터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정책의 

완전한 도입 이후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 사용 가능 예정  

  

주지사는 뉴욕주 근로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주 세금의 감면을 강조하며, 롱아일랜드 

납세자들은 중산층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2018년 평균 301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  

  

중산층 세금 감면을 통해 2018년에 평균 298 달러를 절약하게 될 미드 허드슨 납세자  

  

뉴욕 주민들에게 유급 가족 휴가 웹사이트와 최저 임금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장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최저 임금을 15 달러 가까이 인상하는 두 

번째 정책 및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 2016년, 뉴욕주 근로 가정에게 경제적 동등함과 사회적 정의를 되돌려줄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은 뉴욕주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고군분투했던 그의 지난 7년간의 노력에 기반을 두고 

개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 상승은 뉴욕주 

전역의 경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경제적 평등, 사회적 정의 및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장족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이 역사적인 최저 임금 인상 

정책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의 개시와 함께 중산층 뉴욕 

주민들의 재정 상황을 지속해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공정한 일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뉴욕주 가족 구성원들도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것과 직장을 잃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paid-family-leave#_blank
https://www.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workprot/minwage.shtm#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15-minimum-wage-plan-and-12-week-paid-family-leave-policy-law#_blank


 

 

정책의 성공은 뉴욕주 전역의 근로 가족들에게 공정성과 평등을 되돌려주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산층 세금 감면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위해 지속해서 사상 

최저치로 세금을 낮출 예정입니다. 중산층 납세자들은 뉴욕주의 새롭게 낮아진 세율로 

인해 처음 4년 안에 거의 66억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연간 절감액은 

2025년까지 42억 달러에 달하며 60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납세자들은 

2018년에 평균 301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으며, 본 정책이 완전히 도입된 2025년에는 

평균 847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 납세자들은 평균 298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으며, 본 정책이 완전히 도입된 2025년에는 평균 831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급 가족 휴가  

  

뉴욕주는 2018년 1월 1일, 즉 내일부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이며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신상아와의 유대, 아픈 가족 

돌보기 혹은 해외에 현역으로 파견된 가족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보호받는 유급 휴가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시행 단계가 끝나면 뉴욕시민은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의 자격 조건:  

• 출생, 입양 또는 위탁 양육으로 부모가 되는 첫 12개월간.  

• 병든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입양아, 부모,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혹은 손주를 위한 간호.  

• 해외 현역 복무 명령을 통보받은 배우자, 자녀, 동거인 또는 부모가 있는 

직원.  

  

상근 직원이 고용 후 주 20시간 이상의 정규 업무를 연속으로 26주 마쳤을 때 유급 가족 

휴가를 받을 자격을 가짐. 임시직의 직원이 고용 후 주 20시간 이하의 정규 업무를 

175일간 마쳤을 때 유급 가족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뉴욕주의 유급 가족 휴가 법과 고용주 및 직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급 가족 휴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844) 337-

6303번으로 유급 가족 휴가 (Paid Family Leave) 상담원과 통화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더 많은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paid-family-leav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nations-most-comprehensive-paid-family-leave-policy#_blank


 

 

  

최저 임금 15 달러  

  

최저 임금 인상은 개인이 일하는 장소, 산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규모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 전역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2017년 12월 31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롱아일랜드의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위치  최저 임금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11.00  

뉴욕시 외의 패스트푸드 업종 근로자  $11.75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여러 도구를 제공합니다.  

  

다른 기타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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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신 최저 임금 포스터는 다음과 같은 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산업  

•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서비스업  

• 건축 설비업  

• 농업  

• 의류 산업  

  

뉴욕주 최저 임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최저 

임금 핫라인에 1-888-469-7365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workprot/minwage.shtm#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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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bor.ny.gov/formsdocs/wp/LS207.pdf
https://www.labor.ny.gov/formsdocs/wp/LS207.3.pdf
https://www.labor.ny.gov/formsdocs/wp/LS207.2.pdf
https://www.labor.ny.gov/formsdocs/wp/LS110.pdf
https://www.labor.ny.gov/formsdocs/wp/LS203.pdf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뉴욕주 하원의 동료 

대부분은 뉴욕주의 가족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핵심적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뉴욕주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뉴욕주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시행과 

더불어 주 전역의 최저 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지속해서 임금을 인상하는 동안 이러한 

노력은 주 전역의 주민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뉴욕주 가족 

구성원들도 재정적 안정, 신생아와의 유대감 형성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또한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그들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민주당 독립 콘퍼런스(Independent Democratic Conference)의 대표 Jeffrey D. Kle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 최저 임금 15 달러 및 중산층 세금 감면 

정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들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뉴욕 주민도 은행 계좌의 잔액, 

신생아의 탄생을 환영하는 것 혹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마침내 더 나은 삶을 위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며, 중산층 납세자들은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납세 유예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원 민주당 콘퍼런스(Senate Democratic Conference)의 대표 Andrea Stewart-

Cousin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위대한 날입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실현하신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 어떤 

뉴욕 주민도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것, 자신의 일자리 상실 가능성 혹은 자신을 부양하는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원 민주당의 최우선 사항이었던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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