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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의 여성 평등 보호법에 서명

주지사는 성폭력 예방 및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64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음
주지사의 발표에 대한 오디오는 여기를
여기를, 비디오는 여기를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여성들의 평등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임금 평등을 달성하고, 인신 매매에 대한 법률과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직장 내 임신 차별을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주가 주 전역에 걸쳐 성폭행 예방 및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총 64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 기금뿐 아니라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100만 달러와 Office of Victim Services에서 관리하는 90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이
새로운 캠퍼스 성폭력 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Enough is Enough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충당되는 450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는 오랫동안 동등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앞장 서 왔으며
오늘은 뉴욕이 여성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 국가로 탄생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법률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받아야 할 도움과 보호, 그리고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뉴욕은 진보를 위한 기념비적 역사 속에
다시 우뚝 섰으며 전국 모든 여성들을 위하여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을 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오늘의 행사에서 주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오디오로 들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YouTube로 행사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Kathy Hochul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가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깨뜨리려는 수백만여 명의 여성에 대하여 내걸었던 약속을 지킨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성으로서 저는 우리의 주지사가 뉴욕주 여성들의 신분을
승격시키는 일을 최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을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 평등법이 있는 것은 여성이 더 이상 남성들과 다르게 취급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든, 임신 차별을 받든, 같은 노동 조건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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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든 이러한 여성들에 대하여 Cuomo 주지사는 자신의 야심 찬 의제를 밀고 나아가며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근절하는 수 많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된 법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다음 사항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급여 형평성 달성:
달성 이 법안(S. 1 / A. 6075)은 고용주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뉴욕주 법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또는 해직의 위협 속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협의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기존 법률의 허점을 제거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직원들이 서로 자신의 급여를 협의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고의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원이 입은 피해 보상액을 배가시킵니다.
• 성희롱 피해자 보호:
보호 이 법안(S. 2 / A. 5360)은 고용주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모든 직원을 보호합니다. 현재, "고용주"의 정의에
따르면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에 성희롱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모든 기업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뉴욕 내의 모든 고용주를 포함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용주"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 구제 차별 장벽 제거: 이 법안(S. 3 / A.7189)은 성별에 따른 고용이나 신용
차별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복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법은 대부분이 여성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러한
사건에서 자신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뉴욕주 법에 따르면 원고는 사건 비용을 부추기는 고용 차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 가족 지위 차별 종식:
종식 이 법안(S. 4 / A. 7317)은 가족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법률은 주택 및 신용 부문에서
가족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만, 직원들은 종종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고정 관념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은 대부분 직장에서 부모의
틀에 박힌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 또는 승진에 대한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고용 기관, 허가 기관
또는 노동 조합이 해당 가족의 신분에 따라 노동자를 상대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주택 차별에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보호 이 법안(S. 5 / A. 6354-B)은
지주들이 가정 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재
뉴욕주 법에 따르면 개인은 가정 폭력 피해자인 자신의 신분에 따라 주거
여부를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입주 신청자인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주택을 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자신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퇴거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방어 장치와 행동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법안은 소득원이 주택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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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법률 강화를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보호 이 법안(S. 6 / A.
6262)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일시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피해자들은 일시적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지만, 해당 가정 법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없애고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은 법원 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가
피해자들이 원거리에서 일시적 보호 조치를 청원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법안은 보호 조치를 바꿀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가해자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는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 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인신 매매 법률 강화:
강화 이 법안(S. 7 / A. 506)은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뉴욕주에 있는 기존 법을 강화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범죄에 의한 벌금이 과중할 경우 성매매 조사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입증되는 요구 사항을 없애고 피고가 인신 매매 피해자인 경우 성매매
기소에 대한 유리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법률은 인신
매매 피해자들이 쉽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신
매매 범죄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임신 차별로부터 여성 보호:
보호 이 법안(S. 8 / A. 4272)은 고용주가 임신한
직원을 위하여 적절한 휴계 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임신부들은 직장 내 특정 휴계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부들에 대한 기존 보호법은 혼란스러웠고 잘못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고용주들이 임신부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휴계 시설 분석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egislative Women’s Caucus 의장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차별과의 투쟁에서 수 많은 대담한 조치를 취했으며 모두를
말했습니다
위한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을 이끄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을 통해 뉴욕은
각종 문제에 대하여 여성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례없는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법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헌신하고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내는 데 앞장 선 Cuomo 주지사와 그의 동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Catherine Young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된 여성의 평등
의제(Women’s Equality Agenda)는 뉴욕 여성들을 위한 획기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뉴욕주는
항상 '기회의 국가'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률은 남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여성도 똑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과 인신 매매를 포함한
수 많은 끔찍한 범죄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 조치를 위한 도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협력하여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날입니다. 뉴욕 여성들의 평등이 완전히 이뤄지는 날까지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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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와 상원 및 하원의원들이 힘을 합쳐 계속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뉴욕주 전역에 걸쳐 여성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는 뉴욕주에서 여성의 참정권의 마음 속 깊이
기념하는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1917년에 훌륭한 활동을 펼쳤던 뛰어나고 헌신적인 여성들을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 법안 서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진보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Cuomo 주지사와 그의 동료들에게
모두 감사를 표합니다."
Diane Savino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직장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을 향해 크게 도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 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 차별을 근절할 것입니다. 급여의 동등한 대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상식적인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여성들이 남성들처럼 평등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뉴욕
여성들이 법에 따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Andrew Lanza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인신 매매는 우리 앞 마당에서
발생하는 노예 무역과 파괴적인 인권 침해의 현대식 버전입니다. 이곳 뉴욕에는 수천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매년 재물처럼 매매되고 있습니다. 인신 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야심 찬 인신 매매
피해자 보호 정의법(TVPJA)을 수립하여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Cuomo 주지사, Paulin 하원의원 및 많은 지지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Joe Robach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니다 "이 가정 폭력 퇴치에 관한 한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해당 가족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택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주택 시장에서의 차별을 근절함으로써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해당 가해자로부터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서명한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법, 가정 폭력 인식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 기간 동안 그가 보다 여기에 헌신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Kemp Hannon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뉴욕주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다음 단계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 지속적인 캠페인에 헌신한 한
해였으며, 마침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신한 주지사 및 의회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고용주들이 임신 관련 질환을 가진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휴계 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후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원은 수 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파적인 자세로
뉴욕 여성들이차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상식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데 한 마음으로 뭉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직장 내 여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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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인신 매매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생활과 재정적 생계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달렸기에 오늘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한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극악한 범죄를
근절하고 사악한 포식자들의 문을 닫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 피해자들이 인신 매매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존엄과 약속으로 가득
찬 삶을 그들에게 돌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새로운 법은 위대한 뉴욕주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인신 매매
피해자 보호 정의법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여성들을 위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주지사는 여성들을 진정한 남녀 평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도약할 수 있게 하는 8개 법안을 서명할 것입니다. 전국에 걸쳐 우리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간 위기 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 받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주지사가 예방, 교육 및 위기 상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처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간 및 성폭행의 생존자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은 나무랄 데 없이 순수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뉴욕주의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주지사 및 해당 관계자들과의 긴밀하게 협력을 기대합니다."
Michele Titus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성 평등 의제에 대한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욕주는 평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단계에 서 있으며 오늘이 바로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하는 날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금까지 여성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이자 옹호자 역할을 맡아 왔기에 도처에 있는 여성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법안을
계속 지지하는 과정에서 몇 일이든, 몇 주 또는 몇 달이 되든 주지사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Crystal Peoples Stokes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집주인들로부터 차별 대상으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은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주거에 대한 권한을 박탈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주택에 대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과 퇴거 절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Haven House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택을 제공하고, 그러한
장애를 상대로 주거에 대한 추가 경로의 필요를 강조하는 유일한 지역 시설입니다.
Enough is Enough Initiative에 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러한 주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Addie J. Russell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뉴욕은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
관계로 인해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법적으로 서명한 이
법안을 통해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이 자격만으로 판단 받지 않도록 하는 의미있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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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een Gunther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건강한 엄마와 건강한 아기는
뉴욕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여성 직원의 임신 기간 동안
합리적인 휴계 시설을 제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난다는 수 많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임신 차별 투쟁을 향한 거대한
도약이 될 뿐 아니라 그 가족과 해당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고용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뉴욕 여성들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지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Sandy Galef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규모가 어떻든 모든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이 성희롱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011년, 뉴욕주 여성인권본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에 제출한 모든 성희롱 불만 건의 75%와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제출한 모든 성희롱 불만 건 중
83%를 제출한 주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과 같은
권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보호를 부여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전국 민간 고용주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여성 권리 단체로부터
강하고 폭 넓은 지지를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해자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회 법안 A.6262의 서명은 가정 폭력, 가족 및 지역 사회의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의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개선하는 일련의 필수 법안을 제정하여 서명한 동료들과 Cuomo 주지사의 지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이 의회 법안 A.6262의 서명을 통해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은 개인이
온라인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Jeff Dinowitz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법안을
발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주택,
고용 및 신용 확인 과정에서 성차별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차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낙오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이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편에 서서 싸워줄 지원군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의 후원자가 된 것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오늘
주지사 편에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nough is Enough - 450만 달러
이 자금은 주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범죄 예방, 교육, 직접 피해자 서비스 등 성폭력
예방 및 지원 단체들을 돕기 위해 6월에 통과된 Enough is Enough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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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은 OVS와의 협의를 통해 DOH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주 전역에 걸쳐 60여 개의
성폭행 예방 및 지원 단체에 제공됩니다. 각 단체에 할당된 자금은 뉴욕주의 각 카운티에
있는 일반대/단과대에 등록한 대학생들의 총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금은 Enough
is Enough 이니셔티브로 인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없는 카운티 내 단체에게도 제공됩니다.
DOH는 해당 단체 및 지역 일반대와 단과대 간의 필요한 활동 계획 및 입증된 협력관계에
따라 해당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긴밀하고 비경쟁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부 - 100만 달러
SFY 2015-16 예산에 포함된 이 자금은 55개의 DOH 승인 성폭행 예방 지원 단체에
균등하게 할당됩니다. 각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기반 인식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18,180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예방 및 교육 등 폭 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Enough is Enough 법안에 따라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Office of Victim Services – 90만 달러
SFY 2015-16 예산에 포함된 이 자금은 기존 프로그램 서비스 규모와 비례하여 성폭행
우선순위 범주에 따라 2015년 OVS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34개의 단체에게
지급됩니다. 이 기금은 다음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보상 신청서 작성 지원
  법정 강간 검사(FRE) 시 피해자와 함께 동반
  피해자 진술 시 경찰서까지 피해자와 동반
  하루 24시간을 언제든 피해자가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 핫라인 유지
  개별 상담 및 치료, 그리고
  형사 사법 기관 및 개인 옹호 단체 모두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범주에 대하여 각각 할당액을 받게 될 조직과 기관에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uzy Ballantyne WEA의
의 공동의장은 여성 평등 연합(Women's
Equality Coalition)을
을
연합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의 여성들과 미래 세대에 대한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개혁을 시작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 평등
연합(Women's Equality Coalition), 주의회 의원 및 주지사로 구성된 850여 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여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우리의 동맹 단체들과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의
삶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평등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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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Her New York 회장 Beverly Neufeld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평등
임금 법안을 추진해 온 PowHer New York과 많은 지지자들은 Cuomo 주지사가
근로자들의 평등 임금을 지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옹호하고 이제 서명하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신 차별, 성희롱, 가정 폭력, 인신 매매, 주택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법률과 함께 이제 뉴욕 여성들에게 차별에 맞서 싸우고 개인 및
경제 안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구가 생겼습니다. 이 역사적인
성과는 여성들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뉴욕에 유익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국장 Donna Lieberma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수 많은 기존 보호장치의 허점을 없애고 평등에 대한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오늘 서명한 이 법안은 여성의 선택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임신 후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새 엄마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등 더욱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A Better Balance 공동 설립자인 Dina Bakst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딸,
모든 어머니, 여동생들에게 물려줄 더 나은 뉴욕을 세우고 모든 뉴욕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과정에서 직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이어가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용기와 비전을 심어준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주 전역에 걸쳐 완전한 여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일들이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수 년에 걸쳐 이뤄진
이 거대한 도약은 뉴욕의 여성과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Family Planning Advocates of New York State & Planned Parenthood Advocates
of New York 회장 겸 CEO인
인 Lauren Tobia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축하해야 할 순간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낙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의 능력에
대한 뉴욕주의 보호 장치 등 아직 남아 있는 법안들에 대한 중요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의회 내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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