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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 년 뉴욕을 위한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 발표: 평등한
권리, 평등한 기회

뉴욕 여성과 소녀들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2018 년 전망 - 30
개 항목의 어젠다
주요 제안, (1) 직장에서 성희롱을 근절, (2) 피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3) 가정
폭력자의 총기 제거, (4) 보육 지원금(Child Care Funding) 확대, (5) 직장에서의 여성
지원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 년 뉴욕을 위한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를 발표했습니다: 평등한 권리, 평등한 기회, 뉴욕 여성과 소녀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8 년 전망. 30 건의 제안을 통해, 이 어젠다로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및 소녀들의 건강, 안전, 직장, 가정 생활에 대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행정부 직원들은 많은 곳에서 뉴욕 여성들의
관심사를 청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욕 여성과 소녀들의 현황에 관한 전체 보고서:
2018 년 전망 보고서는 뉴욕주 전 지역 여성들의 피드백, 주장, 의견 등을 반영하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폴스의 여성 인권 운동의 탄생에서부터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여성 인권을 지지하고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면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을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퇴보시키는 반면에,
뉴욕주는 직장, 건강, 안전, 교육, 가정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이 대담한 제안들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16 년 선거로 인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했던 우리의 힘을 모으기 위한 자명종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근간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 세대 이전에
태어난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딸과 조카딸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우리를 지나가게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과 그들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에서, 실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순간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작년에
평가만 했다면, 올해는 전투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뉴욕은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여성에 대한 성 차별과
폭력을 유발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의
발상지로서, 뉴욕은 여성 참정권 100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삶과
잠재력이 동등하게 가치있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이 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소녀를 위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입법 대표인 Catharine M. You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 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하고
원칙을 지키며 특별하게 헌신적인 협의회의 여성들과 협력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욕 전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등과
기회를 최선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지사의 2018 년 여성의 기회 어젠다(Women's Opportunity
Agenda)는 우리 주와 우리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뉴욕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 위해 이러한 이상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공유된 공약을 반영합니다.”
여성 및 소녀를 위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입법 대표인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에 합당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의 근면한 여성과 소녀 모두를 위한 공약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어젠다를 구현함으로써, 뉴욕은 우리 주
모든 시민들의 진가와 가치에 대해 미국와 세계에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Cuomo 주지사가 여성의 평등과 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많은 정책과 법은 2018 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1) 유급 가족 휴가, (2) 최저
임금 인상, (3) 연방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피임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 제안서에 포함된 여성의 어젠다(Women's Agenda)는 다음
범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
•
•
•
•

건강
안전
직장
소녀
가족

건강
종합적인 피임 보장법(Contraceptive Coverage Act) 통과: Cuomo 주지사는 종합적인
피임 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ve Coverage Act)을 통과시켜, 뉴욕주 법에
긴급 피임(emergency contraception)을 비롯하여 피임을 할 수 있도록 성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과 헌법으로 성문화 올해 주지사는 여성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전문가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보호
조항을 뉴욕주 헌법에 성문화하기 위해 헌법 수정안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및 수정 보존 서비스(fertility preservation
service)에 대한 접근 방법 개선 Cuomo 지사는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을
뉴욕의 불임 규정에 통합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개인이
수정 보존 서비스(fertility preservation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뉴욕
법을 개정하도록 금융 감독원(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산모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 기관 활동 개시 산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들을
치료하고 있는 뉴욕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모든 신생아 엄마들이 선별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설립: 주지사는 뉴욕주에서의 모든 임산부 사망 사고를 검토하여 치료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강화된 분석을
수행할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주정부 의학위원회(State Board of Medicine)에 여성 건강에 관한 전문가 및 건강
불균형에 관한 전문가 추가 주지사는 주정부 의학위원회(State Board of Medicine)의
의사들 중 한 명은 여성 건강에 관한 전문가이어야 하고 의사 중 또 다른 한 명은 건강
불균형에 관한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안전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최초의 제안 후 거의 1 세기가 지난
후에도, 뉴욕주는 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뉴욕주 헌법에 대한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통과시키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도록, Cuomo 주지사는 성을 보호받는 클래스로 추가하는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정 폭력자의 총기 몰수안: 가정 폭력자가 계속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현행법에 놀랍게도 빠져 있는 가정 폭력 경범죄를 포함하여
금지된 범죄 목록을 갱신하도록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성적 착취 및 복수 포르노의 종식 Cuomo 주지사는 (1)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성적으로
남부끄러운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협하고, (2) 피해자의
건강, 안전, 사업, 경력, 재정 상태, 평판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 해가 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스스로를 노출시키도록 만들거나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을
불법화하는 등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병원에서 법의학 강간 키트(Forensic Rape Kit)를 위한 스토리지 타임라인 연장: Cuomo
주지사는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sexual offense evidence collection kit)가 30 일에서
최소 5 년까지 또는 피해자가 19 세가 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보호 대상을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로
확대 뉴욕주는 모든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 (Human Rights Law)을 제정한 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립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권법(Human Rights Law) 개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차별이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직장의 성희롱 근절: 주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다면적인 계획을
제안합니다. Cuomo 주지사는 (1)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개인의 합의에 납세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개별적인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 정부, 기관, 당국의 모든 주정부 기관을
통합하는 성희롱 정책에 대한 통합 규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모든 공공 단체 및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부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기밀 유지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여성 및 소수계 리더십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뉴욕주 공동 퇴직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에 요청: Cuomo 주지사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에
적절하게 여성 및 소수계가 참여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것을 뉴욕 공동 퇴직기금(New
York Common Retirement Fund)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여성 및 소수계
리더십에 투자하는 회사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DiNapoli 감사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법안 재승인 및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모든 주정부 재정 지원 계약으로 확대: 주지사는 올해 만료
예정인 주정부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프로그램의 재승인을 요청하고 모든 규모의 주정부 계약에 원청계약
및 하청 기업으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의 참여를 증대시킬 입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그램(MWBE Program)을 주정부가
전액을 재정 지원하는 더 많은 계약으로 확대하게 될 2017 년 회기 동안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여성을 위한 여성 주도 연대(Women Lead Fellowship) 설립: 최고 수준의 뉴욕주
정부 기관에서 일하게 될 재능있는 여성을 채용하기 위해, 주지사는 새로운 여성 주도
연대(Women Lead Fellowship)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10 명의 신입 사원이
행정부(Executive Branch) 내 여성 고위 관리직 중 일부와 함께 배치될 것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2017 년에 Cuomo 주지사는 성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성별 임금 격차 연구(gender wage gap study)를 개시하고 더불어 성별 임금 격차를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 연구도 개시할 것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에
지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범위, 경제적인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노동부(DOL)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토론을 개최하고 다양한
학계 전문가, 여성 단체, 근로자, 사업주, 대중 등의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2018 년에
노동부(DOL)는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를 종식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권고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성 지원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금(Fund
for the Future)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를 지원하고 여성이

경제적 자급 자족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랩 어라운드(wrap-around) 서비스를
동원하여 교육 및 직업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여성 경제 권한 위임
프로그램(Women's Economic Empowerment Initiative)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여성 소유 기업 강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의 혁신 벤처 캐피탈 기금(Innovation Venture Capital Fund)은 여성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규모를 확장할 경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0 만 달러를 투자하는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본보기 고용주로서의 뉴욕주 수립: 21 세기의 인력은 21 세기의
직장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한 Cuomo 주지사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최고의 고용주로
뉴욕주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유연한
근무 일정 사용 증가에 관한 메모를 발행하고, (2) 전용 주차장을 갖춘 모든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건물에서 영구, 사립, 수유실을 만들며,
(3) 임산부를 위한 우선 주차 장소를 지정합니다.
소녀
가장 어린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을 쉽게 접하게 하여 성별 격차 해소 올해
Cuomo 주지사는 고품질 컴퓨터 과학 교육을 확대하고 모델 컴퓨터 과학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뉴욕 최대 주정부 투자 프로그램인 스마트 스타트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Smart Start Computer Science Program)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 개시, 무엇이 가능한지 소녀들이 보는 날 뉴욕에서 25 년 전에 태어난 우리
딸을 직장으로 데려가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비 전통적" 분야의 여성
리더들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주기 위해 내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뉴욕 최고의 기업들과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노숙자
청소년, 위탁 양육 청소년, 저소득층의 젊은이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New York State Mentoring Program) 지속: 어린이의
삶에서 지지해 주는 어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Cuomo 주지사는 2015 년에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New York State Mentoring program)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984 년에
남편인 Mario Cuomo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Matilda Raffa Cuomo 여사는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뉴욕주 전 지역의 학교들을 기반으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인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New York State Mentoring Program)을
만들어 실시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New York State Mentoring
Program)은 뉴욕주 전 지역의 97 개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1,766 명의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깨닫고 정보를 얻는” 학습
모듈 만들기: Cuomo 주지사는 건강한 관계에 관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인 K-12 학습 모듈을 만들기 위한 조정을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에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공통된 이해를 조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이제 그만
법(Enough is Enough law)에 사용된 동의와 동일한 정의가 포함될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생리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Cuomo 주지사는 학교 지구가 6
학년에서 12 학년의 여학생을 위해 화장실에서 무료 생리 용품을 제공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생물학이 요구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소녀의 학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뉴욕주를 불평등과 오명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가족
Vital Pre-K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확장(After-School Program)을 위해 2,500 만 달러
투자: 보편적인 유아원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고 근로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3,000 명을 더 돌볼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반적인 유아원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1,500 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가 안전하고 지원이 되는 장소라는 것을
보장하도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 6,250 개의 새로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히 노숙자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주정부는 추가로 1,000 만 달러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보조금(Empire State After-School Grants)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입니다.
저렴한 보육 시설을 갖춘 워킹 패밀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 기금 조성 확대: 보육
보조금(Child care subsidies)은 보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부모와
보육사를 도와줍니다. 가족들은 주정부의 저소득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일하기 위해
보육이 필요하거나 직장을 찾거나 직업 훈련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최근의 삭감에서 회복된 후 기록적인
지원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18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8 Budget) 지원금
수준보다 700 만 달러 정도 더 많은 수준으로 보육 보조금(child care subsidies)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Child Care Tax Credit)
지속: 2017 년에 Cuomo 주지사는 근로 가정의 보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산층 보육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를 만들었습니다. 이
확장은 20 만 가구에 대한 수당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서 도움이 필요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보육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Child Care Tax
Credit)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육 가능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 설립: 주지사의 보육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보육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주지사는 새로운 어린이 보육 가능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공동체 대표, 지지 공동체, 비즈니스 공동체
대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노조, 여러 주 기관의 대표,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 대표 등이 포함될 예정인 이
태스크포스는 (1)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점검, (2) 비 전통적 근무
시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이용가능성, (3)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법규 및 규제 변경, (4)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인센티브, (5) 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 공제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제 등을 담당할 것입니다.
공공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Cuomo 주지사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이동 탁자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완전히 새로 지었거나 개조된 건물에 요구되는 뉴욕의 통합 건축 규정(Uniform Building
Code)에 대한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동 탁자는 남녀 모두에게 가능하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층마다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 탁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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