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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세계 소녀의 날(DAY OF THE GIRL)에 뉴욕을 월경 관련 제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국내 최초의 주로 만드는 법안에 서명  

  

국내 첫 번째로 법으로 월경 관련 제품의 성분 라벨을 요구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허용하여 여성과 소녀를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세계 소녀의 날(Day Of The Girl)에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월경 관련 제품 패키지 또는 상자에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에 단순하고 눈에 띄게 

인쇄된 목록을 포함해야 하는 법안(S.2387-B/A.164-B)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로 뉴욕은 월경 관련 제품에 대한 성분 라벨을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80일 이내에 발효되며, 제품 제조업체는 18개월 이내에 성분이 

표시된 새로운 포장 또는 라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시장에 출시된 모든 제품은 성분표를 

표시해야 하지만, 아직 이 품목들은 불가해하게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를 피했습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한 문화의 일부이며, 이 불의는 

오늘 우리가 성분 공개를 개정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됨으로써 종결됩니다. 이것은 

뉴욕이 우리 주 전역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보호해 온 생식 건강 보호에 기초하며, 

우리는 이 중대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탐폰, 패드 및 기타 월경 관련 제품은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널리 사용하지만, 종종 이 

제품들이 함유하는 성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로 판매됩니다. 

이러한 월경 관련 제품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및 알레르기성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경 관련 제품에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여성과 

소녀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월경 관련 제품의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어린 소녀와 여성에게 안전한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뉴욕은 월경 관련 제품에 성분 라벨을 요구하는 국내 최초의 주가 됩니다. 이 중요한 

단계는 월경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6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여성 위생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월경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성분이 공개됨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와 

낙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뉴욕의 모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Roxanne J. Persaud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경 관련 제품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이며 우리는 제조업체가 여성의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쇼핑할 때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확인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이 상식적인 정책의 

이행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며, 더 많은 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신 Linda Rosenthal 하원의원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며, 이 획기적인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신 주지사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Linda B. Rosenthal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포장에 월경 관련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탐폰과 패드를 사용하는 모든 뉴욕 

주민은 그들이 신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40년간 사용하는 

제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국가 최초의 공개법으로 

뉴욕은 월경 형평성에 대한 국가적 지도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월경 관련 제품 

성분 공개는 소비자의 중요한 권한 부여 도구이며, 월경 관련 제품 제조업체에 높은 

책임을 부과할 것입니다. 더 많은 주가 함께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경 기간은 종종 낙인을 받게 되어 월경을 겪는 여성과 어린 소녀는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뉴욕은 월경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과정, 월경 관련 

위생 제품에 접근하는 방법 및 이러한 제품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월경기의 

형평성을 법률을 통해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불량한 월경 위생은 생식 및 요도 감염을 포함한 신체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여성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학교 및 기타 활동을 놓치게 하여 여성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소녀들이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학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불평등과 오명이라는 문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8년에 모든 공립학교가 화장실에서 무료 여성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주 및 지역 교정시설의 여성들에게 무료 여성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6년 7월에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없애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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