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상 최초로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 발족  

  

백악관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 폐지에 맞서 

뉴욕이 발족시킨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자체적인 협의회  

  

학계, 사회단체, 기업계, 언론계 등의 리더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위원회(Council 

Steering Committee)  

  

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리파이너리 29(Refinery 29)에 실린 Melissa DeRosa 씨의 

기명 칼럼을 읽어 보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회(Council)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i) 모든 정책이 제정되고 여성과 소녀의 

경험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각 프로그램과 우리 주에서 평등을 구현하려고 시도하는 

뉴욕주 기관들의 리더들. (ii) 협의회(Council)의 업무를 알리고 지시하기 위해 학계, 

변호사 업계, 비즈니스, 언론계, 비영리 단체 등 주정부 외의 리더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 위원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구성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 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미국과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비서가 의장을 맡고 주무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면서, 이 

협의회(council)는 정책 입안시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이 주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업무의 핵심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뉴욕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기 위해 협의회(Council) 및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위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www.refinery29.com/2017/08/166262/new-york-state-council-women-girls-andrew-cuomo
https://www.ny.gov/new-york-state-council-women-and-girls/new-york-state-council-women-and-girls


  

백악관이 자체적인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실질적으로 해산하자 주지사는 자신의 협의회(Council)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회(Council)는 주지사의 첫번째 여성 비서인 Melissa DeRosa 씨가 의장을 맡을 

예정이며 뉴욕주 여성 참정권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뉴욕주 전 지역의 임금 평등 연구회(Pay Equity Study)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Kathy Hochul 부지사도 참여합니다. Catharine Young 뉴욕주 

상원의원과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 협의회(Council)의 의회 

대사로 봉사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협의회(Council)는 교육, 경제적인 기회, 노동력 평등, 

리더십, 건강 관리, 보육, 안전, 스템(STEM), 상호 연결성 등의 영향에 따라 아홉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사로서 저는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근절하는 문제에서부터 동일한 임금을 받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커다란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종, 민족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위해 존중과 포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 평등은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뉴욕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새로운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통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여성이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려 

합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으로 봉사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종합적인 유급 가족 휴가 계획(Paid Family Leave plan)을 

통과시키는 문제에서부터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권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님은 여성의 권리를 오랫동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리고 왜 뉴욕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뉴욕은 여성들이 기업의 

최고경영자, 극작가, 여배우, 변호사 등으로 일하는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은행 및 포천지(Fortune)가 선정한 500 대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떤 뉴스를 게재할 것인지 어떤 주제가 기사 거리인지 결정합니다... 잠자코 

앉아서 입다물고 들으라는 식의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바로 일어나 더 크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3년 전인 1917년에 뉴욕에서 

선거권이 통과된 것을 기리는 뉴욕의 여성 참정권 100 주년(100th anniversary of 

women's suffrage)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뉴욕이 반드시 행사해야 할 리더십의 역할을 

다시 인식하여 미국의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제 

다른 주들도 인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Council)가 지속적으로 

주지사님과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여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협의회(Council)는 (i) 글래머(Glamour) 지의 편집장인 Cindi Leive, (ii) 가족계획 

뉴욕(Planned Parenthood New York) 단체의 Robin Chappelle Golston 최고경영자, (iii) 

컬럼비아 로스쿨의 Kimberlé Crenshaw 법학 교수, (iv) 레베카 밍코프(Rebecca 

Minkoff)의 Rebecca Minkoff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공동 창업자, (v) 뉴욕주의 기독교 

여자 청년회(YWCA)의 Christine Sadowski, (vi) 모스키토즈 비 곤(Mosquitoes Be 

Gone)의 Ruchi Shah 설립자 등을 포함한 여성 리더들로 구성된 행사를 뉴욕 역사 

협회(New York Historical Society)에서 출범했습니다.  

  

행사의 사진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리파이너리 29(Refinery 29)에 실린 DeRosa 씨의 

기명 칼럼을 여기에서 읽고, 오늘의 발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Kanya Balakrishna - 공동 창업자 겸 대표, 더 퓨처 프로젝트(The Future 

Project)  

 Dina Bakst - 공동 창업자 겸 공동 대표, 어 베터 밸런스(A Better Balance)  

 Christene Barberich - 글로벌 지 편집장 겸 공동 창업자, 리파이너리 29 

지(Refinery29)  

 Lilliam Barrios-Paoli -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 총장 수석 고문  

 Lisa Borders- 대표, 미국 여자프로농구협회(Women's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WNBA)  

 Heather Bricceti, Esq. - 대표 겸 최고경영자, 뉴욕주 비즈니스 협의회(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Laura Brounstein - 편집 및 비즈니스 개발부 디렉터, 

코스코폴리탄(Cosmopolitan) 및 세분틴 매거진 (Seventeen Magazine) 

 Robin Chappelle Golston - 최고경영자, 가족계획 뉴욕(Planned 

Parenthood New York)  

 Beverly Cooper Neufeld - 창업자 겸 대표, 파우허 뉴욕(PowHer New York)  

 Kimberlé Crenshaw - 법학 교수,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  

 Michelle Ebanks - 대표, 에센스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Essence 

Communications Inc.) 및 피플 엔 에스파뇰(People en Espanol)  

 Cathy Engelbert - 최고경영자, 딜로이트(Deloitte)  

 Eileen Fisher - 창업자 겸 회장, 에일린 피셔 주식회사(EILEEN FISHER, 

Inc.)  

 Anne Fulenwider - 편집장, 마리 클레르 유에스 지(Marie Claire US)  

 Liliana Gil Valletta - 시엔+(CIEN+)의 최고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 및 

드리머스 벤처스(Dreamers Ventures)의 창시자  

 Audrey Gelman - 최고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 더 윙(The Wing)  

 Hayley Gorenberg - 부 디렉터 겸 법률고문, 람다 리걸(Lambda Legal)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83695960082
http://www.refinery29.com/2017/08/166262/new-york-state-council-women-girls-andrew-cuomo


 Eve Guillergan - 수석 변호사, 이브 귈러간 전문책임유한회사(Eve 

Guillergan PLLC)  

 Karen Ignagni - 대표 겸 최고경영자, 엠블럼헬스(EmblemHealth)  

 June Jee - 이사회 이사 겸 직전 사장, OCA-NY  

 Kristina Johnson - 차기 명예총장,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Karen King - 사무총장, 이리 카운티 여성 지위위원회(Erie County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indi Leive - 편집장, 글래머 지(Glamour)  

 Donna Lieberman - 사무총장,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Andrea Miller - 대표, 국립 생식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Rebecca Minkoff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공동 창업자, 레베카 

민코프(Rebecca Minkoff)  

 Ana Oliveira - 대표 겸 최고경영자, 뉴욕 여성 재단(The New York 

Women's Foundation)  

 Sonia Ossorio - 대표 겸 최고경영자, 전미 여성 기구 뉴욕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New York) 지부  

 Stephanie Redish Hofmann - 에이전시 개발 디렉터, 구글(Google)  

 Hilda Rosario Escher - 대표 겸 최고경영자, 이베로 어메리칸 액션 

리그(Ibero American Action League) 

 Christine Sadowski - 뉴욕주 기독교 여자 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Faiza J. Saeed - 수석 파트너, 크라배스, 스웨인 앤 무어 

유한책임파트너십(Cravath, Swaine & Moore LLP)  

 Pamela Schifman - 사무총장, 노보 파운데이션(NoVo Foundation)  

 Ruchi Shah -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모스키토즈 비 곤(Mosquitoes Be 

Gone)  

 Jillian T. Weiss - 상임이사, 성전환자 법적 방어 및 교육 기금(Transgender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Kathryn Wylde - 대표 겸 최고경영자,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Melanie Whelan - 최고경영자, 소울사이클(SoulCycle)  

 Teresa C. Younger - 대표 겸 최고경영자, 미즈 파운데이션(Ms. Foundation)  

 

You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회 대사로서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협력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주에서 여성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저는 존경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들 및 주정부 각 기관의 책임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rystal Peoples 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의회 여성 

간부회(New York State Legislative Women's Caucus)의 의장으로서, 저는 우리 주와 

우리 주지사님이 구성한 첫 번째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는 전국적으로 용인되기 3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을 통과시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Council)는 가장 종합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의 미래에 대한 

잠재력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합하고 일할 경우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 등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여성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일하고 종국에는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여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Cuomo 주지사님, Kathy Hochul 부지사님, Melissa DeRosa 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활동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베터 밸런스(A Better Balance) 단체의 Dina Bakst 공동 창립자 겸 공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싸우는 미래 지향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 베터 밸런스(A Better Balance) 단체를 대표하여, 저는 여성의 권리, 특히 

경제적 기회, 노동력 평등, 저렴한 보육 및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을 이런 

분야의 국가적인 리더로 유지하기 위한 협의회(Council)의 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엠파이어 스테이트 행동(Planned Parenthood Empire State Acts) 단체의 

Robin Chappelle Golsto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는 

뉴욕시에서 버펄로에 이르기까지 옳은 것을 지지하는 강한 여성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오늘 출범한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최고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전국의 기본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을 뉴욕주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리 카운티 여성 지위위원회(Erie County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Karen King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리 

카운티 여성 지위위원회(Erie County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와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를 대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리 

카운티에서 성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협의회(Council)의 구성을 통해 

현재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심하여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뉴욕주 전 지역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개발하도록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여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미 여성 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NOW) 뉴욕 지부의 Sonia Ossorio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여성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여성들이 믿을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Andrew Cuomo 

주지사님이 여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전미 여성 

기구(NOW)는 여성의 권리를 뉴욕의 최우선 순위로 계속 설정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기독교 여자 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의 

Christine Sadowski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기독교 여자 청년회(YWCA)는 

Cuomo 주지사님이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구성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직접 아는 바와 같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불평등을 

관심사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뉴욕주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축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시기에 여성을 위해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주지사님께서 인식해 주신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주 기독교 여자 청년회(YWCA)는 이 역사적인 일의 일부가 된 점을 

영광으로 여기며,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의 Donna Lieberm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연방 의회가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한 이 시기에, 뉴욕이 여성과 소녀들의 존엄성, 권리,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 주의 법률에 존재하는 격차를 메우고 뉴욕 여성들을 위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의, 경제 정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우리가 어렵게 획득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뉴욕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파우허 뉴욕(PowHer New York)의 Beverly Cooper Neufeld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에는 상층부의 리더십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YS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성 평등을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파우허 뉴욕(PowHer New York)은 

주지사님의 역사적인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협의회(Council)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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