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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동일 임금의 날(LATINA EQUAL PAY DAY)을 맞아 여성 리더들과 라틴계 여성을 

괴롭히는 임금 격차에 대한 포럼 개최  

  

해당 패널은 라틴계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의 교차적 

영향에 관해 논의  

  

뉴욕주 여성의 경제권 보장과 기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포럼 시리즈의 최신 포럼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뉴욕주의 라틴계 여성은 여전히 55센트를 벌어  

  

  

라틴계 여성 동일 임금의 날(Latina Equal Pay Day)을 맞아, 오늘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여성 리더들과 함께 라틴계 

여성 근로자를 괴롭히는 임금 격차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모든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을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여성의 경제권 보장과 기회 문제를 해결할 포괄적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열린 지역 포럼 시리즈의 가장 최신 포럼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폴스의 여성 인권 운동 탄생부터 국내 최대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법안 통과까지, 뉴욕주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뉴욕주는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을 계속해서 허물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열린 

포럼으로 라틴계 여성들이 겪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라틴계 여성은 55센트를 번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 패널은 뉴욕주 라틴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은밀한 차별, 

문화적 고정관념,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차세대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Cuomo 주지사님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성의 평등권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포럼을 개최하여 뉴욕주는 모든 라틴계 

여성을 위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진보와 기회의 등대로서의 뉴욕주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 

기반합니다.”  

  

이번 포럼 패널단은 성별 및 인종이 임금 격차에 미치는 교차적 영향에 관하여 논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토론은 라틴계 여성이 일터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라틴계 여성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은 PeopleEnEspanol.com Shirley Velasquez 수석 

편집장이 중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라틴계 여성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Lourdes Zapata, 최고 다양성 책임자, Andrew M. Cuomo 주지사실  

• Carol Robles Roman, 공동 대표 겸 CEO, ERA Coalition & Fund for Women's 

Equality  

• Jackeline Stewart, 다양성, 포용,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Edelman  

• Lucia Gomez, 정책국장, 뉴욕시 중앙 노동 위원회 AFL-CIO  

• Vivian Torres-Suarez, 케어 매니지먼트 부사장, HealthFirst  

• Sandra Rivera, 대표, Rivera Law, PLLC  

  

라틴계 여성이 겪는 임금 격차는 모든 여성 및 남성 간의 임금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년 내내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80센트를 받습니다. 올해 초 뉴욕주가 뉴욕 여성과 소녀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는 라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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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계계 미국인 여성들은 

55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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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전역에서 개최된 지역 포럼은 주지사의 기존 노력에 기반하여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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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종식시키고 여성과 소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선사하는 종합 해결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실 Lourdes Zapata 최고 다양성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종식시키고 뉴욕주 

라틴계 여성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논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패널을 

모아 포럼을 개최해 주시고, 또 여성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eopleEnEspanol.com의 Shirley Velasquez 수석 편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라틴계 여성이 겪는 임금 격차에 대한 포럼에서 패널단을 중재하고, 라틴계 여성이 

뉴욕주 경제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한 의견을 교환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라틴계 여성들이 뉴욕주 경제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ERA Coalition & Fund for Women's Equality의 Carol Robles Roman 공동 대표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라틴계 여성이 55센트를 

받는다는 사실은 무척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민자들 가운데서, 비히스패닉계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라틴계 여성은 단 37센트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성차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동등한 권리 및 동일 임금 법안을 지지합니다. 시스템의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보여주신 국가적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라틴계 여성을 

대리하여 계속해서 투쟁해 주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Edelman의 Jackeline Stewart 다양성, 포용,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뉴욕주에서 라틴계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 건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라틴계 여성과 백인 남성의 임금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보다 평등한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임금 격차를 종식시킬 조치를 

취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시 중앙 노동 위원회 AFL-CIO의 Lucia Gomez 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틴계 여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저임금을 받고 과소평가되었으며, 저임금 직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오늘 개최된 포럼으로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라틴계 여성들이 수십 

년간 겪어야 했던 장기 임금 격차를 종식시킬 긍정적인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포럼에 

함께해 주시고 뉴욕주와 미국 전역의 임금 격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Hochul 부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HealthFirst의 Vivian Torres-Suarez 케어 매니지먼트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여성 지도자들에게 라틴계 여성을 위한 보다 공정한 뉴욕을 만들 수 있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놀라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성 평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Cuomo 주지사님과 협업하고, 주지사님의 신념에 지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고무적입니다. 성별간 임금 격차에 대한 의견과 해결책을 나눌 기회를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지사님과 함께 뉴욕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Rivera Law, PLLC의 Sandra Rivera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여성 평등권 

투쟁에 있어 국가를 선도해 왔지만, 오늘날 아직도 라틴계 여성은 평등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에 직면하곤 합니다. 라틴계 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헌신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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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