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무료 여성용 위생용품을 화장실에 비치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교육청에 

요청할 것을 학교 리더들에게 상기시킴  

  

Cuomo 주지사의 여성의 기회 어젠다(Women's Opportunity Agenda)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화장실에 무료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하기 위해 

6학년에서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새로운 법을 요청할 것을 학교 리더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2018-19학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 새로운 법은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젊은 여성들이 이 필수품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나라가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도록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법은 뉴욕의 모든 소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필수품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해 더욱 강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우리는 뉴욕의 여성과 소녀들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여성용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불평등과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입니다. 새학년이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제품을 학생들을 

위해 비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여성의 기회 어젠다(Women's Opportunity Agenda)의 일환이었던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용 위생용품은 생리 중인 

여성이 사용하는 개인 위생용품입니다. 여기에는 생리대와 탐폰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공립 교육청은 반드시 학교 간호사나 의료실장과 상의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제품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 은행(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생리 위생 관리가 불가능한 여학생의 

경우 이는 결석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들의 인생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뉴욕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화장지와 비누가 필요한 것만큼 여성용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사용하기가 힘들거나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움 때문에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학습에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 

위생 관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유엔(United Nations)은 생리 위생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여학생들의 학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를 불평등과 수치스러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어린이의 42 퍼센트가 저소득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한달치 공급하는 일조차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스러움과 여성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은 때때로 며칠 동안 

귀중한 수업을 십대 여학생들이 결석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여학생들이 필요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학생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여, 우리는 가장 취약한 일부 소녀들의 장벽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많은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산만해지고 마음에 걱정이 생겨서 수업에 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한 이 필수품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위생용품을 

여성들이 보다 사용하기 쉽고, 여성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연방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여기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이룩한 모든 대책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생리 평등을 위한 

캠페인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생리 현상이 소녀와 여성들이 기회를 가지거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게 보장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생리 위생용품 사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탐폰에 대한 세금을 처음으로 감세한 후, 

저는 뉴욕주 전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생리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시설에서 생리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탐폰과 생리대는 화장지처럼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사회에서 지속되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논의와 법안을 반드시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p12.nysed.gov/sss/schoolhealth/schoolhealthservices/FeminineHygieneProd

uctsInSchools.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며,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퇴보시키는 반면에, 뉴욕주는 직장, 건강, 안전, 

교육, 가정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여성의 기회 어젠다(Governor's Women's Opportunity 

Agenda)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www.ny.gov/programs/2018-womens-

opportunity-agenda-new-yor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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