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세계 챔피언인 미국 여자 축구팀을 축하하며 색종이가 흩날리는 티커 테이프 

퍼레이드에서 CUOMO 주지사가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임금 동등 법안에 

서명하다  

  

Cuomo 주지사: "왜 여성이 남성이 받는 임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 축구 선수들입니다. 남자 축구 선수들과 동일한 경기를 하고, 

게다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근거로 본다면,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합니다."  

  

미국 축구 협회에 여자 국가대표팀에게 남자 국가대표팀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  

  

해당 법안은 고용주가 상당히 유사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연봉 이력 금지를 제도화  

  

2019년 여성 사법 의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제정한다는 약속 이행  

  

  

Cuomo 주지사는 오늘 상당히 유사한 모든 노동(S5248B/A8093A)에 대해 보호받는 

계층을 토대로 불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동등임금법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채용 후보자에게 연봉 이력에 대해 묻는 관행(S6549/A5308B)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미국 축구 협회에 여자 국가대표팀에게 남자 

국가대표팀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주지사는 세계 챔피언인 미국 여자 

축구팀을 축하하기 위한 색종이가 흩날리는 티커 테이프 퍼레이드에서 2019년 여성 

사법 의제의 핵심 구성 요소인 해당 조치들에 서명했다. 이런 행동들은 올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강간 보호 대책을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법을 강화하며 싱글맘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지역 전문대학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지사가 

지지하는 상식적인 조치들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왜 여성이 남성이 받는 임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 축구 선수들입니다. 남자 축구 선수들과 동일한 

경기를 하고, 게다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근거로 본다면,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합니다. 뉴욕은 계속해서 앞장서고 이 주의 구석구석에 있는 

여성들, 소녀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뉴욕 주에서는 이제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지급은 법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이 매일 자신의 일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지만, 하루 일과를 마칠 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뉴욕의 

임금 격차가 미국 내에서 가장 작긴 해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여자 축구팀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우리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승리로 인해 미국 축구 협회가 여자 팀에게 남자 팀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이 조명됐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보호 조치를 

보장하는 일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여성이 완전한 평등을 쟁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서명된 법안은 뉴욕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고용주는 공공이나 민간이든 

상관없이 채용 후보자에게 연봉 이력과 복지 혜택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하고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해에 주지사가 

서명한 두 가지 행정 명령을 토대로 하여, 주정부 기관들이 임금 이력에 근거하여 채용 

후보자를 평가하는 일을 금지하고 주정부 계약업체들에게 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촉진하고 뉴욕 

주 전역에서 임금 동등성을 진작함으로써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2017년 주지사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뉴욕에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불공정, 불평등한 임금의 악순환을 깨는 권고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주 전역에서 임금 평등 청문회를 실시한 후 노동부는 지난 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즉각적으로 프로그램 법안을 

도입하여 뉴욕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민관 고용주들이 채용 후보자들에게 연봉 

이력과 복지 혜택에 관해 묻는 것을 제한하는 연봉 이력 금지를 제도화함으로써 자신의 

행정 명령을 확대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월드컵 우승을 

거머쥔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때, 이 챔피언들은 우리에게 

연이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자 대표팀이 받는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뉴욕의 임금 격차는 남성이 벌어들인 

1달러당 백인 여성은 89센트를 벌어 백인 여성에도 그 격차가 있는데, 유색 인종 

여성들에게는 그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1달러당 흑인 여성은 63센트, 라틴계 여성은 

54센트를 법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법이 된 해당 법안들은 직원이 임금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연봉 이력을 요청하는 관행을 종식시켜서 잘못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싸우는 데 앞장서서 더 강하고 

공평한 뉴욕을 건설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icymi-governor-cuomo-signs-executive-orders-eliminate-wage-gap-and-further-new-york-s-effort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ay_Equity_Advancement_WageGap_.pdf


Carl Heastie 의회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의회 다수당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열심히 일하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임금을 억누르는 

파렴치한 관행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여성과 모든 보호받는 계층이 자신의 

일에 대해 공평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년 동안 싸워 

왔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속적인 임금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다루며 임금 평등에 

관한 기존 법률을 시행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법안들이 뉴욕 

땅에서 법이 됐습니다."  

  

Alessandra Biagg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축구장에서 회의실까지, 노동 부문에 

있는 미국인들이 동등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며, 뉴욕은 오늘 그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식별하든 관계없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법안은 

보호받는 모든 계층 상태를 토대로 하는 임금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임금동등법을 

확대하여 소외된 지역사회에 만연한 임금 차별의 체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 열렬히 지지해주신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와 

Andrew M.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에 만연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라는 원칙을 법으로 제정하여 공고히 하는 첫 단계입니다."  

  

David Carlucc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동일한 일에 대해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여성은 80센트 이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첫 단계는 연봉 

이력 질문 관행을 종식하여 낮은 연봉 수준이 여성의 경력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등한 임금을 옹호하는 모든 여성과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의회 노동위원회 의장인 Marcos Crespo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수년 동안 연봉 

이력을 요구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관행은 직원에게 

저임금을 주고 여성과 유색 인종에 대한 임금 격차를 영속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 Heastie 의장, Stewart-Cousins 대표와 함께 '임금 

동등성'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너무 오랫동안 동등한 기회를 거부당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있는 변화와 공평한 임금 지급을 달성하는 진보적인 리더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Karen McMahon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존의 고용 차별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기타 보호받는 계층에 대한 임금 격차는 여전히 뉴욕의 문제입니다. 

임금동등법의 확대는 더 많은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고, 상당히 유사한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며,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이슈와 역사적인 법안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Andrew Cuomo 주지사, Carl Heastie 의장 및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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