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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소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건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깨닫고 정보를 얻는(Be
Aware-Be Informed)” 학습 모듈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소녀들에게 멘토링 및 리더십 기회를 제공하며, 공립학교에서 생리 용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2018 년 여성의 뉴욕을 위한 어젠다(2018 Women's Agenda
for New York)로서의 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2018 년 여성의 뉴욕을 위한 어젠다(2018
Women's Agenda for New York)의 일환으로 뉴욕주의 소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평등한 권리, 평등한 기회. 이 제안은 젊은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소녀들에게 멘토링 및 리더십 기회를 제공하며, 공립학교에서 생리 용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고 평등에 대한
장벽을 허물면서 소녀일 때부터 여성을 위한 임무를 시작하도록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통해, 뉴욕은 여성의 평생 동안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고 여성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공약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18 년 여성의 어젠다(2018 Women's Agenda)는 우리의 가장 어린 여성들을 위해
경기장을 평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하여 뉴욕의 여성들에 대한 수준을 계속 높여갈
것입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삶이 소녀 시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의 모든 소녀들이 훌륭하게 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의 어젠다(Women's Agenda)는 소녀와 소년들이 건강한 관계와
학대를 구별하도록 보장하고, 교실에서 연령에 맞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녀들을 위한 멘토링에 주력하여 확신있고
성공적인 여성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소녀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소녀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고소득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문화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성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모든 주정부 정책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여성 및
소녀 협의회(Council of Women and Girls)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간단합니다. 이 일련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소녀들이 큰 꿈을 꾸기를 바라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길을 만드는 데
엄청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시작부터 바로, 그들이
사회화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교육 받았을 때만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녀들이 가질 미래의 일자리와 경력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깨닫고 정보를 얻는(Be
Aware-Be Informed)” 학습 모듈 만들기
질병 통제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에 따르면, 뉴욕 학생들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의 빈도가 높고 뉴욕의 여성 고등학생 여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성행위를 강요 당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뉴욕주 법 집행 기관은 일년에 50 만
건의 가정 폭력 신고 전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을 노숙자 여성과 어린이의 25
퍼센트가 경험했다고 인용했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42 퍼센트 이상이 학교
소유지에서 발생했지만 피해 학생 중 3 퍼센트 만이 성인 보호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안전하지 않은 이러한 데이트 행동 양식은 빠르게는 11
세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방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발생률이 60 퍼센트까지 낮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모든 청소년은
성희롱, 성폭력, 십대 데이트 폭력의 발생을 낮추기 위한 수단을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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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제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그리고 십대 데이트 폭력과 더불어 의학적으로 정확한 성적 건강에 직면하여 그것을
피하기 위해, 연령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받고 존중심을 가지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정부는 개인 생활에서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권한을 학교에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어린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 및 기술을 쉽게 접하게 하여 성별 격차 해소 노력
컴퓨터 과학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술은 뉴욕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93
퍼센트가 자녀들이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뉴욕 공립학교는 교실에서 컴퓨터 과학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는 커다란 성별 격차가 존재합니다. 2015 년
뉴욕의 컴퓨터 과학 전공 졸업생 3,801 명 중 여성은 단지 18 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생 중 3,761 명만이 2016 년 AP 컴퓨터 과학 시험(AP Computer Science
exam)에 응시했습니다. 이중 단지 25 퍼센트만이 여성이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교사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여 특히
빠르게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통해 연속적으로 가장 어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컴퓨터 과학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뉴욕에서 가장 큰 주정부 투자를
시작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를 경우, 심지어 여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동등한 재능을
발휘할 때조차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을 어른이 되어서도 직업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적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는 컴퓨터 과학 교사 양성을 위해 학교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 프로그램에 연간 600 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합니다.
모든 학교가 받을 자격이 되지만 보조금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교에 먼지 지원될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의 학교내 전문가가 되도록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에 노출되어 스스로 컴퓨터 과학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지역 비즈니스나 미래 고용주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과학의 모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교육자 실무 그룹 및 산업계 협력업체들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컴퓨터 과학
기술을 젊은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익히게 하여, 우리는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젊은이들이 대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성공적인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New York State Mentoring Program) 지속
매년 6 퍼센트가 넘는 약 13,000 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과 영어 학습자의 경우 중퇴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는 멘토링을 중퇴 예방 전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4,000 명이 넘는 청소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 멘토가 있는 청소년은 동료
학생들보다 대학에 다니는 비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곤층 젊은이의 경우
단지 절반만이 성인 멘토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멘토가 있는 젊은이는
법을 위반하거나 약물 남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멘토는 모든 배경의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지지하는
멘토와 관계를 맺은 소녀는 멘토가 없는 소녀보다 왕따를 시키는 행동에 참여하는
확률이 4 배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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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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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민권 운동가이자 어린이 보호 기금(Children's Defense Fund) 창립자이자 Marian
Wright Edelman 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은 힘들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평등을 위한 진보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사회의 여건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뉴욕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경기장을 평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녀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 캠페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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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주정부는 또한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 공익광고(PSA) 캠페인 개발하고, 무한한 미래를 실현하는 수단을 광범위한 소녀
광고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모듈을 출시 할 예정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여성 위생 용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뉴욕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화장지와 비누처럼 필요한만큼 여성용 위생 용품이
필요하지만 사용하기가 힘들거나 거의 사용할 수 없고 무료가 아닙니다. 뉴욕에서는 42
퍼센트의 어린이가 저소득층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패키지 당 7 달러에서
10 달러에 달하는 패드나 탐폰 상자와 같은 물품을 단순히 공급하면 형편이 힘든 가정의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엔(United Nations)은 심지어 생리 위생
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학교 지구가 6 학년에서 12 학년의 여학생을 위해 화장실에서
무료 여성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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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계획 엠파이어 스테이트 행동(Planned Parenthood Empire State Acts) 단체의
Robin Chappelle Golsto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와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Women and Girls Council)는 지식이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정부 예산 제안서(Executive's Budget Proposal)에 ‘깨닫고
정보를 얻는(Be Informed-Be Aware)’ 모듈을 포함시킨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을 이롭게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학습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지사님
및 협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 생식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의 Andrea Mill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깨닫고 정보를 얻는(Be Aware, Be Informed) 교육 모듈을 통해
예산에서 K-12 교육에 종합적인 성위생 계획을 포함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들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뉴욕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뉴욕 시민 자유 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의 Donna Lieberm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를 얻고 깨달음(Be Informed/Be Aware)을 통해,
Cuomo 주지사님과 여성의 협의회(Women's Council)는 젊은이들에게 교육, 개발 및
정체성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 관계와 신체에 대한 교육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인인 성교육의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우리 주의
모든 학생들이 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CASE 연합 만들기(NYS Make the CASE Coalition) 단체의 Jillian Faison 공동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합은 깨닫고 정보를 얻는(Be Aware, Be Informed)
교육 모듈을 통해 예산에 K-12 를 위해 종합적인 성 건강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점에 대해
주지사님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들이
건강한 뉴욕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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