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장애인법의 제 2조를 적용하는 기관으로써, 로스앤젤레스 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Know Your Rights! 
You have the right to file wage and paid sick 

leave claims if you work at least two hours in a 

week in the City of Los Angeles regardless of 

your immigration status. 

Keep track of your work hours. 

Date, Start Time, and End Time 

Keep records of your pay. 

Copy of paycheck stubs, bank statements, cash 

ledgers, etc. 

Know your employment information. 

Employer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 
You may file a wage claim or report 

retaliation with the Office of Wage 

Standards in person, by mail, online, or 

on the MyLA 311 app. 

 Minimum Wage Rate 

 Paid Sick Leave 

Employers with 26 or more Employees: 

 

 

 

Employers with 25 or fewer Employees and approved 
Non-Profit Corporations with 26 or more Employees: 

7/1/16 7/1/17 7/1/18 7/1/19 7/1/20 

$10.50 $12.00 $13.25 $14.25 $15.00 

Employers with 26 or more Employees: 7/1/16 

Employers with 25 or fewer Employees: 7/1/17 

Front-Loading: At least 48 hours/year; OR 

Accrual: 1 hour for every 30 hours of work 

Accrued and unused paid sick leave must carry 

over to the following year and may be capped at 

a minimum of 72 hours.  

7/1/17 7/1/18 7/1/19 7/1/20 7/1/21 

$10.50 $12.00 $13.25 $14.25 $15.00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Office of Wage Standards: 

1149 S. Broadway, Suite 300 

Los Angeles, CA 90015 

1-844-WAGESLA (924-3752) 

http://wagesla.lacity.org 

wagesla@lacity.org 

 

As a covered entity under 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City of Los Angeles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upon request, will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nsure equal access to its programs, services, and activities. 

최저임금 스케줄 

유급 병가 

직원수가 26명 이상일 경우: 

 

 

 

직원수가 25명 이하이거나 직원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로 최저임금 유예자격이 승인된경우: 

7/1/16 7/1/17 7/1/18 7/1/19 7/1/20 

$10.50 $12.00 $13.25 $14.25 $15.00 

직원수가 26명 이상일 경우: 7/1/16 

직원수가 25명 이하일 경우: 7/1/17 

연초 발생: 매년 48시간; 또는  

누적 발생: 근무 30시간 당 1시간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다음 연도에도  

유효하며 최소 72시간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로 1주일간 2시간 이상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

하고 있다면 당신의 이민 신분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또는 유급 병가 관련 위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근무 날짜,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 

지불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월급 명세서, 은행 명세서, 현금 장부 등등 복사  

고용주 정보를 기록하십시오. 

고용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최저임금 위반 또는 보복 행위에 대한 

고발은 임금표준부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온라인 또는 MyLA 311 app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7/1/17 7/1/18 7/1/19 7/1/20 7/1/21 

$10.50 $12.00 $13.25 $14.25 $15.00 

자세한 내용은 임금 표준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49 S. Broadway, Suite 300 

Los Angeles, CA 90015 

1-844-WAGESLA (924-3752) 

http://wagesla.lacity.org 

wagesla@laci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