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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미 비즈니스 여성 주간(NATIONAL BUSINESS WOMEN'S 

WEEK)에 금융 서비스 리더십에서의 여성 발전을 위한 위원회 발표  

  

주지사 비서 Melissa DeRosa와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감독관 Linda A. Lacewell이 공동으로 이끄는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 산하 소위원회  

  

금융 서비스 리더십 역할에서 유색인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대표성과 발전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전미 비즈니스 여성 주간(National Business Women's 

Week)인 오늘, 금융 서비스 산업의 여성 대표성과 발전을 해결하고 리더십 역할을 맡는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파악하며 다양한 여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 최초의 여성 위원회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Cuomo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소위원회로서 활동하며, 주지사의 

비서인 Melissa DeRosa와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 감독관 Linda A Lacewell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여성의 성공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산업의 여성 대표성과 

발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은 금융 리더십 직책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위원회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여성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주지사의 비서이며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공동 위원장을 맡은 Melissa DeRo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금융 서비스 산업 고위 경영진의 고작 20%만을 차지하며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서 이러한 회사들의 경영진 수준 매니저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가장 귀중한 

가치인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내 최초의 위원회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러한 용인할 수 없는 현상의 변화를 돕고 금융 서비스 산업의 이익 및 모든 뉴욕 주민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직장과 리더십에 있어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여성 

위원회는 금융 산업의 여성 발전과 대표성을 감독하고 더 많은 여성이 권력의 회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행동은 직장과 그 외의 

여성들에게 동등한 임금 및 완전한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감독관 Linda A. Lace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리더가 많은 회사일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고 고객을 더 잘 이해하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성들이 발전할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합니다. 이는 유색인 여성을 포함한 여성들이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 은행 감독 담당자의 수는 거의 남성과 동등하지만, 미국 내 미국 주 보험 감독 

담당자 중 여성은 단 12명입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여성들은 

말단 사원 직책의 절반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직책의 19%만을 차지합니다. 

직책이 높아질수록 리더십 역할에서 여성의 수가 불균형하게 적어집니다. 유색 여성들 

간의 차이는 더욱 큽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하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와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이미 

여성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니셔티브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와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을 통과시키고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새로운 자녀를 

돌보거나,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랑하는 사람을 간호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해외로 병역 

파견을 갈 때 가족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 10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정책이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해당 유급 휴가 기간은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회사가 출산한 어머니들에게 포괄적인 수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알림 제공 (2019).  

•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에 대한 보험 적용을 기존 불임 보험 의무에 

통합하는 방법 검토 (2018).  

• 주에서 발행된 모든 건강보험 정책이 산모 우울증 검진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을 포함하도록 요구.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Financial%20Services/Our%20Insights/Closing%20the%20gap%20Leadership%20perspectives%20on%20promoting%20women%20in%20financial%20services/Leadership-perspectives-on-promoting-women-in-financial-services.ashx


은행, 보험, 감독 기관 및 금융 혁신 산업과 소비자 그룹 출신의 다음 여성 경영진들이 

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 Linda Lacewell(공동 위원장),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감독관  

• Melissa DeRosa(공동 위원장), 주지사 비서 겸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 위원장  

• Sheila Bair, 볼커 얼라이언스(The Volcker Alliance) 이사  

• Wendy Cai- Lee, 피에몬트 뱅크(Piermont Bank) 최고경영자 겸 대표  

• Stephanie Cohen,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최고 전략 책임자  

• Shirin Emami,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은행업무 집행 부감독관  

• Wendy Erdly,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수석 보좌관  

• Laura Evangelista,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보험 집행 부감독관  

• Maria Filipakis, 탑사이드 그룹(The Topside Group) 파트너  

• Beth Finkel, 미국 은퇴자 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뉴욕주 이사  

• Rachel Haot, 교통 혁신 파트너십(Transit Innovation Partnership) 상임 이사  

• Karen Ignagni, 엠블럼헬스(EmblemHealth) 최고경영자  

• Andrea Jung, 그라민 아메리카(Grameen America) 대표 겸 최고경영자  

• Katherine Lemire,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집행부(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Enforcement Division) 집행 부감독관  

• Deanna Mulligan, 가디언 생명 보험(Guardian Life Insurance) 최고경영자  

• Racquel Oden, JP 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노스이스트 사업부 매니징 

디렉터  

• Donna Redel, 포드햄 로스쿨(Fordham Law School) 교수  

• Marta L. Tellado, 컨슈머 리포츠(Consumer Reports) 대표 겸 최고경영자  

• Patricia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최고경영자  

• Kathryn Wylde,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대표 겸 

최고경영자  

  

Cuomo 주지사가 2017년에 설립한 뉴욕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9가지 영향 영역에 초점을 맞춰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협조된 주 정부의 대응을 제공합니다. 해당 9가지 

영향 영역은 교육, 경제적 기회, 노동력 평등, 리더십, 의료, 육아, 안전, STEM 및 

교차성입니다.  

  
###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council-women-and-girls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council-women-and-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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