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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의회의회의회의회 리더들의리더들의리더들의리더들의 여성평등법여성평등법여성평등법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 지지지지지지지지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의회 리더들이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여성 권리 리더로서의 뉴욕주의 평판을 다시 한 번 회복시킬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급여 형평성 달성으로부터 주택에서의 

성차별 종식과 인신매매 법률 강화에 이르기까지 뉴욕주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리더들의 지지는 이것이 뉴욕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 

이슈임을 나타내며, 본인은 뉴욕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영구히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그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성에 근거한 차별과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뉴욕주를 여성 

권리의 리더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에 의해 제정되면 본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모든 직장에서 급여 형평성을 달성하고, 성희롱을 근절시키며, 임신 차별을 예방하고, 

인신매매 법률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며, 가족 상태 차별을 종식시키고, 여성의 

선택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본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1. 급여 형평성을 달성할 것입니다  

2.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을 근절할 것입니다  

3. 구제 차별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4. 가족 상태 차별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5.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해 주택 차별을 근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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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원 차별을 근절할 것입니다  

7. 보호명령 법률 강화로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8. 인신매매 법률을 강화할 것입니다  

9. 임신부 차별을 근절할 것입니다  

10. 여성의 선택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제12 선거구 출신 하원 민주당 리더 Nancy Pelos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은 뉴욕주에서 여성들이 정중하고 공정하게 취급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종합적 개혁 패키지를 만든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것이 곧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자 플로리다의 제23 선거구 출신 하원의원인 Debbie Wasserman Schult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eneca Falls에서 최초의 여성권리대회가 개최된 이후 근 165년 만에 

Cuomo 지사는 획기적인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의 10가지 요점 발표로 뉴욕주를 다시 한 

번 여성 평등의 선두에 놓았습니다. 뉴욕주 여성은 남성이 버는 1달러에 비해 겨우 84센트를 벌며 

평생 $500,000 적게 법니다. 이 불평등을 생각할 때 빈곤 속에서 노후를 살아갈 확률이 여성이 

남성의 2배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뉴욕의 제17 선거구 출신 하원의원인 Nita Low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랫동안 

여성을 위한 평등 향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 향상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룩한 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때에 Cuomo 지사의 여성평등법은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고 여성 권리를 증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지사가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본다면 본인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뉴욕의 제12 선거구 출신 하원의원인 Carolyn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선두에 있었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와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 덕분에 우리 주는 성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다시 한 번 미국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입법부가 가능한 한 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의 제4 선거구 출신 하원의원인 Carolyn McCarth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이라고 불립니다만 ‘뉴요커평등법(New Yorkers’ Equality 

Ac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공정성, 정의와 기회를 여성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보는 배우자, 파트너, 자녀 및 부모들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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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제6 선거구 출신 하원의원인 Grace Me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에서 

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야심찬 어젠다를 제시한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정되면 이 

법안은 성에 근거한 불평등과 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뉴욕주를 여성을 위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이슈에서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뉴욕의 제25 선거구 출신 하원의원인 Louise Slaugh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usan B. Anthony와 

Elizabeth Cady Stanton 시대 이래 뉴욕주는 여성 평등 및 공정성을 위한 전국적 리더였습니다. 연방 

레벨의 여권 리더들은 주 레벨의 좋은 파트너들을 필요로 하는데 본인은 우리의 위대한 주에서 

여권을 향상하기 위해 Cuomo 지사가 제안한 패키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의 제7 선거구출신 하원의원인 Nydia M. Velázq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률들은 

불평등과 성차별을 종식시킴으로써 뉴욕주를 여권의 리더로 자리매김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안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비준하도록 의회를 격려한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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