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8 년 2 월 2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의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CONGRESSIONAL DELEGATION), CUOMO 주지사의
뉴욕을 위한 여성의 어젠다(WOMEN'S AGENDA FOR NEW YORK) 지지

민주당의 연방 하원의원 18 명 전원, 모든 뉴욕 여성을 위해 기회를 만드는 주지사의
대단한 제안 지지
여성 인생의 모든 영역을 향상시키는 제안: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건강, 안전, 직장,
소녀의 삶, 가족 등에 관련된 어젠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New York State
Democratic House Delegation)의 연방 하원의원 18 명 전원이 주지사의 2018 년 여성의
기회 어젠다(2018 Women's Opportunity Agenda)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젠다는 건강, 안전, 직장, 소녀의 삶, 가족 생활 등 여성 인생의 모든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담한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젠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성공은 뉴욕의 성공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뉴욕 여성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연방 하원의원님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기회 어젠다(Women's Opportunity
Agenda)는 우리가 뉴욕을 평등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세우는 대담한
제안입니다. 이 어젠다는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장되도록
보장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의 이전 구성원으로서, 저는 남녀 평등이 비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연방 하원의 우리 의원님들의 지지는 시간이 다 되었다(Time's Up)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단결과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뉴욕주 여성과 소녀를 위한 자문 위원회(Council on Women and Girls) 회장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님들의 이 훌륭한
지지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모델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소녀들의 꿈을 지원하는 뉴욕주의 정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 주지사님의 여성의 기회
어젠다(Women's Opportunity Agenda)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 권리를 강화하고, 차세대
리더들이 뉴욕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성의 어젠다 캠페인(Women's Agenda Campaign)을 지지하는 연방 하원의원 명단.
•
•
•
•
•
•
•
•
•
•
•
•
•
•
•
•
•
•

하원의원 Louise Slaughter
하원의원 Eliot Engel
하원의원 Nita M. Lowey
하원의원 José E. Serrano
하원의원 Jerrold Nadler
하원의원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 Nydia M. Velázquez
하원의원 Gregory W. Meeks
하원의원 Joe Crowley
하원의원 Brian Higgins
하원의원 Yvette D. Clarke
하원의원 Paul Tonko
하원의원 Hakeem Jeffries
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 Grace Meng
하원의원 Kathleen Rice
하원의원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 Thomas Suozzi

뉴욕에는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길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오랜 유산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여성의 성공이 뉴욕의 성공이라는 점과 자신이 여성의 평등권을
신장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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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뉴욕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뉴욕을 위한 여성의 어젠다 :
평등한 권리 및 평등한 기회에 포함된 대담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
•
•
•
•
•

종합적인 피임 보장법(Contraceptive Coverage Act) 통과
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과 헌법으로 성문화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및 수정 보존 서비스(fertility
preservation service)에 대한 접근 방법 개선
산모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 기관 활동 개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설립
주정부 의학위원회(State Board of Medicine)에 여성 건강에 관한 전문가
및 건강 불균형에 관한 전문가 추가

안전
•
•
•
•
•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가정 폭력자의 총기 몰수안
성적 착취 및 복수 포르노의 종식
법의학 강간 증거 키트(Forensic Rape Kit)의 병원 보관기간 연장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보호 대상을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로 확대

직장
•
•
•
•
•
•
•
•
•

직장의 성희롱 근절
여성 및 소수계 리더십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뉴욕주 공동
퇴직기금(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에 요청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법안 재승인 및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모든 주정부 재정 지원 계약으로 확대
주정부 위원회(State Boards)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 증가
정부에 여성을 위한 여성 주도 연대(Women Lead Fellowship) 설립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성 지원
재정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여성 소유 기업 강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본보기 고용주로서의 뉴욕주 수립

소녀
•
•

가장 어린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을 쉽게 접하게 하여 성별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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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성공적인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New York State Mentoring Program)
지속
건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깨닫고
정보를 얻는(Be Aware-Be Informed)” 학습 모듈 만들기
공립학교에서 생리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가족
•
•
•
•
•

Vital Pre-K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확장(After-School Program)을 위해
2,500 만 달러 투자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Child Care Tax Credit)
지속
어린이 보육 가능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 설립
공공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정책 시행

Louise Slaught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폴스 컨벤션(Seneca
Falls convention)에서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3 년 앞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한 일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길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이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제 전 경력을 걸고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여성을 위해 기울어진
경기장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성들이 공화당원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뉴욕 바로 여기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보고서를 가지고 선봉에 서 계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공화당(Grand Old Party, GOP)의
퇴행적이고 반여성적인 어젠다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입니다.”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권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지사의 행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괴롭힘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학대에 맞서 의미있는 변화를 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육원과 유아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교육,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새로운 어젠다는 여성에게 권한이 이양되도록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뉴욕에서
진행된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승리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2018 년 여성의 권리 어젠다(Women's Rights Agenda for
2018)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어젠다를
지지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한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errold Nadl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의 소름 끼치는 반
여성 어젠다(anti-woman agenda)와 워싱턴에서 매일 보여주고 있는 여성을 무시하는
냉담한 태도를 감안할 때, 우리는 반드시 모두 소리 높여 항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 다른 주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성과 소녀를
위한 자문 위원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와 2018 년 어젠다를 통해 이 틈을
채우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속하게 이 제안들을 통과시켜
법으로 제정하여 뉴욕의 여성들이 워싱턴의 극단주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뉴욕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뉴욕주 주의회 리더들에게 당부드립니다.”
Carolyn B.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성을 위한 평등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ydia M.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이 혁신적인 제안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모든 정부 차원에서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Gregory W. Meek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욕은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면에서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주지사님이 제시한 정책으로 뉴욕은 이
유산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성평등을 위해 진행 중인 이 싸움에서
주지사님과 다른 분들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우리의 위대한 주와
다른 모든 곳에서 당연히 쟁취해야 할 완전한 평등권을 획득할 때까지 쉬지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자랑스러운 뉴욕 전통의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노동 계층
가정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주지사님의 프로그램은 평등을 위한 투쟁을 크게 진전시킬
것입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등한 권리와 여성 및 가족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은 우리 지역사회를 고양시키고, 기회를 만들며, 모든 사람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의 토대를 닦습니다.”
Yvette D. Clark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월에 Cuomo 주지사님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길을 선도해 온 오랜 기간의 저명한 유산을 이어가는 뉴욕주
최초의 여성과 소녀를 위한 자문 위원회(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설립했습니다. 흑인 여성과 여아를 위한 연방 의회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Black Women and Girls)의 공동 의장으로서, 저는 이 나라 전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공평한 일들을 줄이는 공공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커스는 제 자신과 주지사님께 굉장히 중요한, 흑인 여성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과 저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직면한 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성에게 성공을 위한 동등한
발판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마침내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 비전, 리더십은 건국 당시부터 우리 주와 미국 발전의
추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강력한 남성들과 성차별적인 문화의
변덕스럽고 억압적인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다 나은 방법은 그 길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장벽과 어려움을 제거하고
더불어 성별, 성적 취향 또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지원하는 일에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한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지금 우리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진보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계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이
중요한 활동에서 발휘한 리더십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며 보육 비용이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지사님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성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의
경기장을 평준화하겠다는 공약을 공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여성 평등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연방

의회에서 제기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생리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생리 위생 용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유급 가족 휴가를 실시하고, 가정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총기류를 규제하며, 직장 내의 성희롱을 근절하는 주지사님의 프로그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제안이 계속 발전하길 바라며,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여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athleen Ric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는 대담한 제안과 우리 삶의 모든 단계와 모든 측면에서
여성과 소녀에게 도움이되는 진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진보와 평등을 위한 싸움에서 미국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여성과 소녀들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18 년의 전망을 통해 보면 생리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더 많은 소녀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를 가장 앞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고, 동일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산업과 업계의 성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이 대담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여성과 소녀를 위한 자문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높이 평가합니다. 뉴욕을 위한 여성의 어젠다(Women's Agenda for New York):
평등한 권리, 평등한 기회 어젠다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형평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제안합니다.”
Thomas Suozzi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품위있게 대우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지사의
뉴욕을 위한 여성의 어젠다(Governor's Women's Agenda for New York)를 지지하는 데
있어 동료 의원님들과 모든 뉴욕 주민과의 연대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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