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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 전역에서 투명 임금법 시행을 위한 법안에 서명  

  

법안 S.9427-A/A.10477에 따라 뉴욕주의 고용주는 모든 취업 및 승진 공고에 임금 명시 

의무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투명 임금법 시행을 위한 법안(S.9427-

A/A.10477)에 서명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취업 및 승진 공고에 임금 범위를 

범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계속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노동자들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번 조치는 뉴욕의 노동자를 위해 공정과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여성과 비백인이 겪는 임금 격차를 해결할 것입니다."  

  

법안 S.9427-A/A.10477은 뉴욕주 전역에서 투명 임금법 시행을 목표로,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취업 및 승진 공고에 임금 범위를 범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의 임금이 1달러 일 때 

여성의 임금은 83 센트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아프리카계 여성(64 센트) 및 

히스패닉 여성(57 센트)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법안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면 

노동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차별적인 임금 기준 및 고용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모든 노동자가 공평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Jessica Ramo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서명으로 뉴욕 최초의 여성 

주지사는 직장의 여성 차별을 조장하는 인종 및 젠더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 근무 동일 임금 확보는 여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가운데, 저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자신의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며 

법안을 활용해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문화를 바꾸고 공정한 

직장을 만드는 임금 공개법(Salary Range Disclosure Act)은 근로자들이 임금과 

복지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가 임금 구조에 대해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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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이러한 정보를 직원 및 구직자들이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고용주가 임금 차별을 

조장하는 낡은 관행을 바꾸도록 하여 젠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Beverly Neufeld 하우허 뉴욕(PowHer New York)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9427A 

/A10477에 서명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젠더 및 인종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뉴욕의 오랜 의지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직무에 따른 예상 임금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게 임금을 협상할 정보를 얻게 되며, 따라서 비백인 여성의 공정한 임금과 

경제적 복지를 저해하는 악질적인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의 첫 

번째 여성 주지사가 투명 임금법을 시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행의 변화를 주도하고 

전국적인 임금 평등 운동의 전선에 뉴욕이 서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Seher Khawaja 리걸 모멘텀(Legal Momentum)의 선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여성과 비백인의 임금 평등을 위해 노력하곘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 전역으로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확대하며 임금을 비밀에 붙이는 유해한 

문화를 없애자는 전국적인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및 라틴계 여성이 

더욱 심해진 불평등에 시달리고 기업이 근로자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때를 

맞이하며, 새로운 법은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임금 관행을 도입하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거둔 엄청난 승리입니다."  

  

Miriam Clark NELA/NY 법률 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 of NELA/N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정된 투명 임금법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과 비백인이 모두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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