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 여성 

리더들과 버펄로에서 흑인 여성을 괴롭히는 임금 격차에 대한 포럼 개최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오늘, 

버펄로 대학교 교육 기회 센터(University at Buffalo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에서 여성 리더들과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직업 여성들을 괴롭히는 임금 

격차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고 모든 여성이 일터에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해결법을 분석했습니다. 8월 흑인 여성의 동등한 임금의 날(Black Women's Equal Pay 

Day)에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에센스 매거진(Essence Magazine)과 전미 도시 연맹 본사(National Urban League 

Headquarters)에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후퇴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싸워 계속 진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럼은 뉴욕이 

모든 여성을 위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한 걸음 다가가게 도우며, 진보의 

불빛으로서 뉴욕의 지위와 기회를 합치려는 우리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고 예리한 토론에 참여하신 토론자와 참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에서 유일하게 선출된 여성 

공무원으로서 저는 여성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주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임금은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주지만 흑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과 비교할 때 평균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인종 평등을 이루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며 

불평등한 임금을 영원히 없애기 위한 해결법을 찾을 것입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여성들에게 

존재하는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인식과 교육을 더욱 늘리도록 지원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유색인 여성이자 뉴욕주 입법 여성의 전당 대회(New York State 

Legislative Women's Caucus)의 의장으로서 모든 여성을 위한 동일 임금 시행은 

우선사항이지만 특히 흑인 여성들의 임금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black-womens-equal-pay-day-governor-cuomos-council-women-and-girls-and-essence-magazine-co-host


 

 

버펄로 시의 Byron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에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여성 남성간 임금 불평등이 드러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유색인 여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차별은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과 소녀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동일 임금을 옹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행사는 버펄로 도시 연맹(Buffalo Urban League)의 Brenda McDuffie 사장 겸 최고 

경영자가 사회를 보았고 다음과 같이 저명한 흑인 여성 리더들이 패널로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 오픈 버펄로(Open Buffalo) Franchelle Parker 이사  

  

• R+A+R 개발(Development) Rhonda Ricks 사장  

  

• 흑인 노동 조합원 연합(Coalition of Black Trade Unionists) Charmaine 

Bowman 버펄로 지부장  

  

• 버펄로 주립 대학(Buffalo State College) Karen Jones(박사) 다양성 

담당자  

  

• 뉴욕주 공무원 인사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ivil Service) Lola 

Brabham 커미셔너 대행  

  

• 버펄로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Francesca Mesiah 재임 

부사장  

  

올해 초 뉴욕주가 뉴욕 여성과 소녀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는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회적 기준 때문에 백인, 비 히스패닉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64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유리 천장만을 없애려는 전통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여성들을 “3D 

업종”에서 벗어나게 하여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저 임금 15달러 시행, 공공 및 민간 회사의 

고용주가 이전 봉급 내역을 묻는 것 금지 등 이미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려는 몇 가지 

정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포럼과 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인 이와 비슷한 포럼들은 이러한 

노력에 기반하여 지역적으로 집중하도록 돕고 주 전역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거시적 접근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ay_Equity_Advancement_WageGap_.pdf


 

 

버펄로 도시 연맹(Buffalo Urban League)의 Brenda McDuffie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사업체,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흑인 여성들의 

임금 격차입니다.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이 일 달러를 벌 때 64센트를 법니다. 또한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20퍼센트 적게 법니다. 뉴욕주 전역과 오늘 버펄로에서 흑인 

여성의 동등한 임금(Black Women Pay Equity) 포럼 토론은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해결법을 제공하며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픈 버펄로(Open Buffalo) Franchelle Parker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대화를 했지만 진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저는 우리 의견을 

듣고 해결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는 빈곤율과 편모 

가정의 수가 엄청나게 높은 버펄로에서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 받는 정책적 해결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금 

격차가 있는 공공 및 민간 사업체에게 노조와 단체 교섭 권한을 주고 노동자 중 특히 

흑인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흑인 노동 조합원 연합(Coalition of Black Trade Unionists) Charmaine Bowman 

버펄로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 임금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저는 흑인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를 대중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며 그렇게 해야만 언젠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함과 동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버펄로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Buffalo NAACP) Francesca Mesiah 재임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는 여성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자들을 모은 주지사 집무실과 직원들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여성 투표권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설립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뉴욕주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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