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통지 
   Alameda 시 최저임금율 

$15.00 
시간 당 적용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부터 Alameda 시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특정 주에 2 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시간 당 $15.0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최저임금율은 고용주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요건은 Alameda 시 최저임금 조례 Alameda Municipal Code (Alameda 지방자치법) Chapter 4-6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팁은 최저임금의 지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조례의 적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효력일 
$15.00/시 2020년 7월 1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연간 조정 2022년 7월 1일 

 

조례에 따라 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조례 위반 
시 근로자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지역사회개발부) 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는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급여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복직 명령, 부당하게 지급을 보류한 임금의 지불 및 처벌을 통해 최저임금 조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의 고용주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을 방문해주십시오: 
 
City of Alameda,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950 West Mall Square, 2nd Floor Alameda CA, 94501  
전화번호: 510-747-6897 

이메일: minimumwage@alamedaca.gov 
웹 사이트: alamedaca.gov/minimumwage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주십시오. 요청 될 경우 직원의 선호 언어로 통지해야합니다.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is notice regarding the increase in minimum wage to $15.00 effective July 1, 2020 is available in English. 
 
现发布以汉语表述的通知，声明将自 2020 年 7 月 1 日起生效的最低工资变化：提高至 15.00 美元。 
 
Este aviso sobre el aumento de salario mínimo a $ 15.00 a partir del 1 de julio de 2020 se encuentra disponible en 
español. 
 
Ang paunawang ito sa pagtaas ng minimum na sahod sa $15.00 na magiging epektibo sa Hulyo 1, 2020 ay magagamit sa 
Tagalog. 
 
Thông báo về việc tăng lương tối thiểu lên 15,00 USD áp dụng từ ngày 1 tháng 7 năm 2020, bản tiếng Việ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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