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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열 번째 제안 발표: 

핑크 택스(PINK TAX) 제거  

  

주지사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고 줄이려는 주지사의 헌신에 기반, 주지사의 2020년 여성 

어젠다(2020 Women's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  

  

Cuomo: "여성들은 평생 성별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어서는 안 되며, 이는 

차별적이고 우리의 가치에 위반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열 번째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핑크 택스(pink tax)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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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가 표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 목록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삶의 모든 

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직면했으나, 뉴욕은 진정한 성 평등을 위한 싸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실현하였으며, 올해는 

여성이 핑크 택스(pink tax)를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을 

허물어 그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여성들은 성별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어서는 안 

되며, 이는 차별적이고 우리의 가치에 위반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2015년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장난감, 의류, 퍼스널 케어 제품 및 가정용 건강 제품의 가격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했으며,42%의 경우 여성 대상 제품은 남성보다 비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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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