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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여성 평등의 날을 기념하여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 위임  

  

노동부에 코로나19가 직장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지시  

  

여성 평등의 날을 기념하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주정부 자산을 조명하도록 명령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부가 오늘 특히 다층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직장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Hochul 주지사와 NYSDOL의 Roberta Reardon 

위원이 공동 의장을 맡은 2018년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며, 

여기에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프로그램적 권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채택을 기념하는 

연방에서 인정하는 휴일인 여성 평등의 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에서 8월 26일 여성 평등의 날을 선언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주 

자산에 자줏빛과 금빛 조명을 비추라고 명령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첫 여성 주지사로서, 저는 전 세계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들이 직면했던 고군분투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노동력과 그 

이상의 분야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남겨진 미래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공정한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력의 견지에서 

볼 때, 팬데믹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성취한 상당한 진보를 뒤집으며 여성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뉴욕이 직장과 임금 평등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 오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와 계속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YSDOL은 사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금 격차, 뉴욕의 보육 인프라 및 기타 

문제를 비롯해 직장에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평가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system%2Ffiles%2Fdocuments%2F2021%2F03%2Fnysdol-pay-gap-study.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775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JrdmNkU%2BAdwSrKCVqwyWN%2F4oJwMxPQl7RDkc8fLqk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8%2FWomens_Equality_Day_20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775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RLCx%2BmZE9RsJKG9nAIdHgk9lZaTCXki6c0wuks18UM%3D&reserved=0


노동부는 또한 보고서를 위한 전문가 증언과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련의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뉴욕주의 다양하고 강력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권장 사항을 요약한 결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는 뉴욕주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뉴욕주의 첫 여성 주지사로서, Hochul 주지사는 여성 평등을 강력하게 옹호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 생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구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뉴욕의 낙태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3,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 주 역사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 성폭력 및 괴롭힘의 생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급여 이력 금지법안 개정 등 최근 몇 년 동안 급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모든 고용주 (공공 및 민간 모두)가 급여 내역과 보상에 대해 

예비 또는 현직 직원에게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NYSDOL은 또한 뉴욕 

시민들이 수입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 협상 가이드를 포함하여 모든 

구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무료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성 평등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의 주정부 자산에 조명이 밝혀질 것입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 주 박람회장 - 메인 게이트 & 엑스포 센터(Main Gate & 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

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MTA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 펜 스테이션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at Penn Station)  

• 페어포트 리프트 브리지(Fairport Lift Bridge)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nation-leading-legislative-package-protect-abortion-and-reproductiv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9321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PZKLtMbgfOAev23zZSa1C1Vf8X9eLzh%2FDYg4aukHz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ation-leading-35-million-investment-support-abortion-providers-new&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9321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K%2BvPyn9QtZhFLyq%2BMHBvdbw%2BLmQ5l4yF%2FrpL4Wcmr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historic-investment-child-care-part-fy-2023-budge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9321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5ODu867NczObn9Vhgi2IXDiE2nkwCfBxe4gXfaM32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adult-survivors-ac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9321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U9yzNnEKRU%2FDGS%2FnbmbvnnWQ2JP01M0NOuNlJOGh0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package-legislation-address-workplace-harassment-and-discriminatio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9321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QV94RtY%2BxHc0Zu9ZP7E2tDR05zYdj07y8DFpLDpfN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programs%2Fsalary-history-ba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9321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2FEwgW82%2F3Gw4%2Fd4Zj65XJHmUgyCOZZtnyty4WcU2r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l.ny.gov%2Fsalary-negotiation-guid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5cf513fa52d4b8e6dcd08da877d0c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126840693214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22R6TdzDFYESbHWAPJAYJsHbijthi%2FM2AB86ZAAEZA%3D&reserved=0


  

Kimberly Jean-Pierr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첫 여성 주지사가 된 

이래,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여성 문제를 옹호하는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이번 여성 평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가 직장 내 여성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팬데믹이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입법부 여성 간부회의(Legislative Women's Caucus) 

의장으로서 저는 뉴욕 전역에서 여성의 인원을 계속 부양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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