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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 판매세와 이용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합니다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없애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이  법안  (A.7555-A / S.7838)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  지역  판매세와  뉴욕  주  

판매세를  면제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불해야만  했던  사회  경제적  정의에  대한  

문제인  여성용  필수품에  대한  역진세입니다 ,”  라고 쿠오모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Rosenthal 뉴욕  주 여성 하원의원과  Serino 뉴욕  주  상원의원이  강력한  

지지로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울인  대단한  노력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  

 

여성용  위생용품은  1965 년  처음으로  뉴욕  주  판매세를  도입한  이래로  계속  

과세되어  왔고 , 심지어는  면세  제품이었던  식이요법  및 가족 계획 제품들과  같은  

다양한  다른  제품들로  확대되었습니다 .   

 

뉴욕  주는  여성  위생용품에서  판매세를  면제하는  운동에  참여한  최초의  주들  중의  

하나입니다 ,  이  법안으로  여성들이  구매하는  탐폰과  다른  유사한  제품들로부터  대략  

천만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Sue Serino 뉴욕 주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므로써 , 우리는  현실과  무관했던  세법을  개혁하는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지금  청취하고  있을  뉴욕  주의  모든  여성들에게  

보냅니다 .  이런  날이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  

세금을  과거의  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뉴욕  주  상원의  동료  상원  의원들  뿐만  

아니라  쿠오모  주지사님께도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  모든  뉴욕  주민이  우리  

뉴욕  주에서  좀 더  여유있게  살수  있도록 ,  우리의  세법에  상식을  적용하는  길을  

우리가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주  

판매세와  지역  판매세를  여성용  위생용품에서  면제하는  저의  법안에  주지사님이  

서명하신  것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법안에  서명하는  일은  법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 뉴욕 주  전역의  여성들은 , 여성들이  행정부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절에  부과되어  오래  지속되어온  세금에  이제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  탐폰  세금은  역진세입니다 , 이것을  제기하는  



일은  모든  여성들에게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 ,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제품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피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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