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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기업 이사회의 여성 연구(WOMEN ON CORPORATE BOARDS 

STUDY)'를 제정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은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와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DTF)에 뉴욕에서 사업을 하도록 공인된 기업 이사회의 여성 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와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가 뉴욕에서 사업을 할 권한이 있는 

국내외 기업의 각 이사회에서 근무하는 여성 이사의 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180일 후에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임금 평등법부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희롱 정책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직장의 성 평등 투쟁을 선도하고 있으며, 여성이 

조직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잘 진출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연구는 

문제를 밝히기 위해 새로운 정책 개발을 안내하고 더 많은 여성이 유명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연구가 여성 이사의 수,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의 수, 전년도 여성 이사 

수의 변화의 분석 및 모든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늦어도 2022년 2월 1일까지 발표될 것입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여성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직원과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에 따르면 이사회에 여성이 3명 미만인 회사는 재정적으로 더 나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뉴욕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수행하는 일은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이 문제를 

조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시행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고 뉴욕을 항상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도록 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Rebecca A. Seaw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지역 중 하나이며 기업의 책임에 대한 글로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업은 다양성이 부족한 곳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제, Cuomo 주지사의 

지원 덕분에 뉴욕은 여성이 기업의 행동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론과 의사 

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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