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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성 평등의 날을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다채로운 빛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퍼싱 스퀘어 육교, 코지우스코 다리,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 미드 허드슨 브리지, 뉴욕 주립 대학교 중앙 행정 빌딩, 주 교육 빌딩, Alfred E.
Smith 빌딩, 나이아가라 폴스 및 뉴욕주 박람회장 게이트에 조명을 비출 예정
여성 평등의 날과 여성 투표권 획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정권의 색채인 보라색,
흰색, 금색을 랜드마크에 밝힐 예정
주지사가 발표한 여성 평등의 날을 선언하는 선언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ICYMI: 비서 Melissa DeRosa 특별 기고문 공중보건 이슈로서의 여성 평등 -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여성 평등의 날(Women's Equality Day)을 기념하기 위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의 첨탑, 퍼싱 스퀘어 육교(Pershing
Square Viaduct),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미드 허드슨 브리지(Mid-Hudson Bridge),
뉴욕 주립 대학교 중앙 행정 빌딩(SUNY Central Administration Building),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Alfred E. Smith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주 박람회 메인 게이트(State Fair Main Gate)에 있는
LED 보드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의 랜드마크에 불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 평등의 날은 19번째 개정이 헌법에 인증된 날을 기념합니다. 올해는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한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진보적 운동의 발상지로, 세네카
폴스(Seneca Falls)에서 1848년에 시작된 여성의 투표권을 위한 싸움도 이에
포함됩니다. 뉴욕은 임금 공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핑크 택스(pink
tax)를 없애고, 가정 폭력범의 총기를 몰수하는 등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도함으로써
이러한 유산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기념일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한 이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전했는지를 기념하는 행사이지만, 성평등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반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YS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성 평등의 날에 우리 주의 랜드마크를

참정권의 색으로 밝혀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19번째 개정의 길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여성 참정권론자들이 수십 년간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치렀습니다. 백인 여성이 투표권을 확보하는 동안 흑인 여성, 유색인종,
토착 인구는 수십 년 후까지 같은 특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의는 우리가
여전히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반영합니다. 여성 평등의 날과 매일,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여성과 모든 개인이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격려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지
100주년이 된 기념일에, 우리는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은 여성, 특히 유색 여성의 엄청난
어려움을 악화시킨 것을 목격했으며, 이들은 이미 보육에 큰 책임을 지며, 직장에서
차별을 겪고, 가정 폭력범의 손아귀에서 고통받거나 출산 준비 및 엄마가 됨으로써와
같은 불확실한 건강 결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위기에 직면하여 영웅적으로
나선 필수 근로자, 응급 요원, 간병인 및 교사의 대부분을 대표합니다. 뉴욕은 성평등을
위한 길을 주도해 왔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때 여성들을 뒤에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미 하원의원 고 Bella Abzug가 제안한 여성 평등의 날은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1920년 19번째 헌법 개정 인증을 기념합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공식적인 시작은
1848년 뉴욕 세네카 폴스에서 열린 여성 권리 대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임기 동안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임금 동등 법안(pay equity legislation)에 서명하여 성별 기반
임금 보호를 확대하였으며, 2016년에 주지사는 국가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정책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의
10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며, Cuomo 주지사는 2017년에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를 설립설립하여 뉴욕주의 여성권을 확인하고 진전시키려 했습니다. 뉴욕주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2020년 성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주민 노동자를 위한 병가,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 제거, 대리모 합법화, 가족 계획 및 생식 보건 서비스 보호, 주 및
지방 당국에서의 동등 임금, 가정 폭력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생존자 중심 모델 조항
창출, 이혼 절차에서 자산의 공평한 분배 수립, 여성 기업 리더십 아카데미(Women's
Corporate Leadership Academy)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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