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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스무 번째 제안 

발표: 미국 최초로 포괄적인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주지사의 2020년 여성 어젠다(2020 Women's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는 성, 민족, 

출신,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의 뉴욕주 헌법 보호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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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성, 민족,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방 및 주 헌법은 성, 민족, 성 정체성을 비롯해 우리를 매우 

독특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다른 특성들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올해로 이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방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뉴욕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완전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선도하는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연방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은 아직 비준받지 못했으며,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의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은 인종, 

색채, 신념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1938년에 채택된 

이 개정안은 구시대적인 평등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들이 훨씬 더 

광범위한 차별 방지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Trump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얻어낸 시민권을 퇴보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뉴욕이 주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주정부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의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주 헌법에 

따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조 11항의 보호 대상으로 성별를 추가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민족,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등의 

다른 범주를 추가하여 이렇게 필수적인 보호조치가 주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을 추진하여,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주가 모든 이들에게 평등과 관용의 희망으로서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직무 기간 동안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직장 성희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연방 정책으로 인해 뉴욕주에서 피임 보험 적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랜드마크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성 평등의 희망이었습니다. 뉴욕은 1848년의 세네카 폴스 

협약(Seneca Falls Convention)이 체결된 장소이자, 1972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수정 

평등권(Equal Rights Amendment) 비준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진 주정부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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