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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가족가족가족가족 보호자를보호자를보호자를보호자를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유급유급유급유급 가족가족가족가족 휴가휴가휴가휴가 제안을제안을제안을제안을 AARP가가가가 지지함을지지함을지지함을지지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텔레타운텔레타운텔레타운텔레타운 홀에서홀에서홀에서홀에서 1만만만만 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AARP 회원들에게회원들에게회원들에게회원들에게 연설할연설할연설할연설할 예정예정예정예정 

 

AARP는는는는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260만만만만 회원들에게회원들에게회원들에게회원들에게 의회가의회가의회가의회가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12주안을주안을주안을주안을 통과시키도록통과시키도록통과시키도록통과시키도록 요구할요구할요구할요구할 
것을것을것을것을 촉구촉구촉구촉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가족 보호자를 돕기 위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법을 제정하기 위한 그의 제안을 AARP가 

지지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저녁 텔레타운 홀에서 주 전역의 AARP 

회원들에게 직접 연설하여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지지는 주 전역의 100여명의 AARP 회원 및 자원자들이 주도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주 의원들과 만나 2016-17 주 예산의 일환으로 그 계획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AARP 회원 및 자원자들은 AARP 뉴욕주 지부장 Beth Finkel과 함께 

주 의사당의 Million Dollar Staircase에서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텔레타운 홀은 오후 5시 20분에 시작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주지사에게 질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 상원의원들과 접촉하여 주지사 제안의 지지를 촉구할 

기회도 가질 것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일하는 뉴욕주민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일하는 가족 간호자들이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년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주당 약 

70센트로 시작하여 완전 혜택이 될 때에는 약 1.40 달러로 인상될 종업원 기여금을 통해 

충당될 것입니다. 

 

종업원들은 궁극적으로 휴가시에 주급의 2/3, 최대 주 평균 임금의 2/3를 받을 것입니다. 

2/3 임금 대체 상한은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뉴욕주민도 고지서 납부와 사랑하는 아픈 이 간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에서 유급 가족 휴가를 

통과시켜 모든 가구를 위해 공정성과 존엄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국적 표준을 설정할 때이며 뉴욕주는 그 길을 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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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P는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AARP의의의의 CEO인인인인 Jo Ann Jenkins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간호자가 사랑하는 이를 돕도록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 접근법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고 종종 납세자 충당 기관 

환경으로 이사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AARP 뉴욕 지부는 우리 주지사께서 어떤 다른 주보다 더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을 

위해 투쟁하고 계셔서 자랑스러우며, 우리는 주지사의 계획을 열렬히 지지하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신규 주 예산의 일환으로 그것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AARP의 

전국 3800만 회원 중 260만 명이 소속된 AARP 뉴욕뉴욕뉴욕뉴욕 지부의지부의지부의지부의 지부장지부장지부장지부장 Beth Finkel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근로 가족 간호자가 생계 유지와 부모나 배우자 간호 사이에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입니다.” 

 

“AARP는 오늘밤 텔레타운 홀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주지사께서 직접 연설하려는 계획에 

감사합니다”라고 Finkel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인구는 노령이 되고 있는데 가족 

간호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200만 

이상의 가족 간호자들이 년 313억 달러 가치의 무급 간호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뒷받침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AARP 자원봉사자인 Islip Terrace의 주민 

Toni Salomone(72세)이 말했습니다. 그의 딸은 2년 전에 자기 아버지, 즉 Toni의 남편을 

돌보기 위해 교사직에서 4주 무급 휴가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때에 딸의 지원을 

정말 필요로 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AARP 자원봉사자인 

Garden City 주민Richard McGee(64세)가 말했습니다. 그는 95세 모친을 돌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지만 하루도 결근할 수 있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실직 상태이지만 그의 다음 직장에서는 유급 가족 휴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인구가 노령이 됨에 따라 간호를 필요로 할 더 노령의 성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2010년에는 언젠가 간호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80세 이상 

사람 1명당 45-65세의 사람 6.6명의 잠재적 풀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2030년에 4.8로 

그리고 2050년에는 3.5로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선진국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및 로드아일랜드가 현재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유일한 

주들입니다. 

 

AARP가 위탁한 2014년 뉴욕주 전역 50세 이상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3%가 

유급 가족 휴가를 지지함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2016년 2월 1일 발표된 Sienna 

Research Institute의 여론 조사에서는 뉴욕주민의 80%가 유급 가족 휴가를 지지함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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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P를 트위터: @AARPNY 및 페이스북: AARP New York에서 팔로우하십시오. 

 

AARP는 3700여 만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비영리 초당파 단체로서 사람들이 목표와 꿈을 
진짜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도록 도우며, 커뮤니티를 튼튼하게 하고, 의료, 고용 및 소득 
안보, 은퇴 계획, 부담 없는 유틸리티 및 금융 착취로부터의 보호 같이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 투쟁합니다. 우리는 높은 질과 가치를 지닌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해 
AARP 명칭을 붙이도록 하여 시장에서 개인들을 옹호하고, 우리 회원들이 광범위한 
제품, 여행 및 서비스에서 할인을 받도록 돕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팁, 
뉴스 및 교육 정보의 소스인 AARP는 세계 최대 부수의 잡지인 AARP The Magazinethe; 
AARP Bulletin; www.aarp.org; AARP TV & 라디오; AARP Books; 그리고 히스패닉의 
관심사와 니즈를 다루는 스페인어 웹사이트인 AARP en Español을 주관합니다. AARP는 
공직 후보자를 후원하거나 정치 캠페인 또는 후보자에게 기부하지 않습니다. AARP 
재단은 AARP 제휴 자선단체로서 50세 이상 미국인이 오늘날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인 주택, 기아, 소득 및 격리에서의 변화를 위한 세력이 됨으로써 고전하는 그들을 
위해 기회를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ARP는 50개주 모두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잔아일랜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aarp.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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