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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최저 임금 조례

최
저
임
금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인 고용주
(Glendale, Burbank, Vernon 등의 시들은 제외)

본 조례는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어느
특정한 주 동안에 적어도 2시간을
근무하는 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됩니다.

2016
August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
또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자격조건이 승인된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

7/1/2016

$ 10.50

7/1/2017

$ 10.50

7/1/2017

$ 12.00

7/1/2018

$ 12.00

7/1/2018

$ 13.25

7/1/2019

$ 13.25

7/1/2019

$ 14.25

7/1/2020

$ 14.25

7/1/2020

$ 15.00

7/1/2021

$ 15.00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일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일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임금 표준부서로부터
인상 유예 자격 조건을 승인받은 직원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일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Paid Sick Leave change in LA
Los Angeles의 비지니스는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종전의 3일(24시간)에서 6일(48시간)로 늘어나게됩니다.
• 시행시작일: 7/1/2016
• 시행대상: 종업원 26명 이상의 비지니스 대상
(25명 이하는 내년 7/1/2017부터시행됩니다.)
• Paid sick day: 48시간
(48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면 따로 계산필요 없습니다)
종업원이 유급병가를 쓰지 않았다고 pay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를들어, 한번도 유급병가를 쓰지않은 종업원을 해고했더라도
쓰지않은 유급병가에 대해 pay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인 자녀
보험료 할인

Helping You
Live Your Life.

News Letter

일반적으로 10~20대 운전자의 사고 확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보니
초보 운전자나 이 연령대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보험사들은 다양한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할인 프로그램은 굿 스튜던트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다.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의
경우 학점이 B 이상이면 보험료의 15-25% 정도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다.
- 보통 보험사의 경우 GPA 3.0 이상의 우등생(16~26세만 해당)은 10~15%,
안전운전 온라인 교육 이수자(16~19세만 해당)에게 15% 할인 혜택을 주어
두 가지 모두 적용시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머큐리 보험사는 GPA가 3.0 이상이나 사고 기록이 없는 16~25세 학생에게 10~15%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아너 롤(Honor Roll)이나 딘(Dean) 명부에 오르는 등 탑 20% 안에 드는 우등생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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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 INSURANCE
보험료 디스카운트

8 가지 항 목

3600 Wilshire Blvd.#2010 LA, CA 90010
다음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1.

평균 연 주행거리: 84달러(평균 소비자의 평균 할인금) 할인
1년에 연 주행거리가 적은 소비자들이라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조사에 응한 보험회사 13%가 평균 11%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다. 이자율 전문 고지 웹사이트인 Bankrate.com 가
밝힌 미국인 1년 평균 보험료 762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84달러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2.

오랜 고객: 46달러 할인
“보험업계는 오래된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이상 된 고객들에게
는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 3분의 1 이상이평균 6%가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TEL: 877.545.1001

FAX: 877.545.1004

4.

대졸 이상: 30달러 할인
6% 보험사만이 대졸 이상의 학력자 (때로는 직업이나 기술학교
졸업자)에게 할인해 준다. 평균 4%다.

5.

같은 회사 생명보험: 30달러 할인
같은 회사에서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구입 한 고객들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다. 같은 회사의 생명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차보험료를 보통 4%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37%의
보험사가 이같은 할인을 제공한다. 연 30달러 절약할 수 있다.

6.

자동 페이먼트 인출: 30달러 할인
보험회사들은 일시불로 제때 페이먼트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은행구좌에서 페이먼트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고객들에게는
할인을 해준다. 3분의 1의 보험회사가 평균 4%의 할인을 해준다.

7.

출퇴근 거리 단축: 30달러 할인
출퇴근 거리가 짧은 고객들은 할인을 받는다.
보험회사 22%가 이런 할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할인비율은 평균 4%대다.

3.

주택소유주: 46달러 할인
주택이나 콘도 아파트를 소유한 고객들은 평균 6%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21%가 이를 제공한다.

8.

주당 운전 일수: 30달러 할인
보험회사 8%가 매일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
한다. 일반적으로 주당 4일 이하 운전하는 운전자는 평균 4%가 할인된다.

재미있는 시사상식

포켓몬 고?

포켓몬을 포획하거나 성장시켜 다른 이용자와 대결하는 기존 게임 방식에 증강현실
기술을 더해, 이용자가 현실에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한 모바일 게임이다.

How to Play ?

스마트폰에서 포켓몬 고 앱을 내려받아 실행시킨다.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길을 걷다보면
진동이 울리는데 이는 포켓몬이 나타났다는 징후다. 화면을 터치하면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화면의 몬스터볼을 손가락으로 튕겨 포켓몬을 맞추면 해당 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데 알을 부화시켜야한다. 미국 포켓몬 고 이용자들의 말을 종합 해보면, 집 밖으로
나가 걸어다녀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운동을 시켜주는 게임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왜 속초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할까?

포켓몬 고가 한국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초와 고성, 양양,
울릉군 등 일부 지역에서 포켓몬 고가 실행된다.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인데,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글지도가 한국에서 주춤하는 이유는 해외 서버로 지도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이 위성사진 서비스에서 군부대와 같은 보안시설을 가려야 지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의 데이터는 세계 곳곳에 분산해 저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버의 국내 설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켓몬 고 가 언제쯤 한국에 정식으로 오픈
될지는 확실치 않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켓몬 고의 개발사인 나이앤틱이 임의로 분류한 지역 구분에서,
속초 부근이 아시아가 아닌 북부 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속초 등 일부지역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게된것이다.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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