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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핑크 택스 철폐를 위한 캠페인 시작  

  

주지사의 예산 제안에는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포함  

  

캠페인에는 핑크 택스 철폐 지원을 위해 주 전역에서 일련의 행사 개최가 포함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해시태크 핑크 택스(#PinkTax) 캠페인을 시작해 핑크 택스에 

대한 뉴욕 주민들의 인식 제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고 줄이려는 주지사의 헌신에 기반한 주지사의 2020년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뉴욕주에서 핑크 택스를 철폐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핑크 택스 철폐에 대한 지원을 모으기 위한 

일련의 이벤트뿐만 아니라 핑크 택스라는 새로운 해시태그 캠페인(#PinkTax)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작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해당 제안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제고합니다. 1990년대 초, 여러 연구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남성 

또는 여성을 위해 판매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별 기반 가격 

차별에 대한 대중의 담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예산 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가 표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 목록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부문에서 여성 권리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지만, 불행히도 여성들은 여전히 문화 및 제도적 차별의 

희생자입니다. 올해 뉴욕은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이끌고, 모두를 위해 소위 핑크 택스를 

완전히 철폐하여 이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불의를 끝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와 소녀들은 일상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슷한 상품과 서비를 위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별에 기반한 가격 정책을 없애 '핑크 택스'를 

철폐한다면 재정적 성공을 보장하고 여성이 직면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차별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핑크 택스 철폐는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완전한 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뉴욕시에서 2015년 실질적으로 유사한 장난감, 의류, 퍼스널 케어 제품 및 가정용 건강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2 퍼센트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품은 

남성 대상 제품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상품은 남성의 유사 

품목보다 평균 7% 더 비싸고 여성의 퍼스널 케어 용품은 남성 제품보다 13%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차이로 인해 여성의 평생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비용 차이는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성은 평생 비슷한 제품을 얻기 위해 

남성보다 수천 달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며, 이러한 높은 비용은 가처분 소득과 저축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특히 유색인종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이러한 가격 차이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직무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에 주지사는 월경 제품에 대한 세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은 소위 

"탐폰 세금(tampon tax)"을 금지하는 최초의 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주지사는 고용주가 고용 및 승진 결정을 내릴 때 신청자의 급여 내역에 대해 질문하거나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에 대해 동등한 급여를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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