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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내린 명령: 

교육청 (SCHOOL DISTRICTS)은 반드시 성전환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우리가 평등을 향해 달성한 진전을 되돌리려고 노력함에 따라, 뉴욕주의 

우리는 레즈비언, 양성애자, 게이, 성전환자, 전통적 성별이 아닌 성소수자 (Lesbian, 

Bisexual, Gay, Transgender, Queer/Questioning, LBGTQ) 공동체 및 모든 미국인들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연방 정부가 취한 잘못된 조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뉴욕의 약속 (New York 

Promise) 정신에 위배됩니다. 한 번의 팬 놀림으로, 그들은 이 나라를 과거로 

이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가 모든 교육청에 지시를 내려서, 

워싱턴의 조치와 상관없이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된 권리와 보호는 뉴욕주법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여러분이 동성애자이든지, 이성애자든지 또는 이슬람교이든지, 

유태인이든지 또는 기독교인이든지, 부자이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또는 백인이든지 또는 동양인이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법을 집행하고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에게 맞서 단결하여 분연히 

일어설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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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a 커미셔너 귀하, 

 

성전환 학생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호를 폐지하려는 연방 정부의 조치에 비추어 볼 때,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는 즉시 뉴욕주의 법과 정책에 따라 우리 

주에 있는 성전환 학생들이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배울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귀하께서 회상하실 수 있듯이, 2015년에 저는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교육 위원회 (Board of Regents)가 교육청에 이 법을 알리고 

성전환 학생 및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의 권리를 분명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는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이 차별과 불관용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 정부 정책의 최근의 변화는 우리가 성전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보호를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뉴욕주의 학교들은 반드시 법을 계속 

집행하여 성전환 학생 및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존엄성 법 (Dignity for All Students Act, DASA)은 뉴욕주 

법규로서 학생의 실제 성별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을 포함하여 

성별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또는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학교에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거나 또는 이러한 중요한 보호를 

잃을지 몰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즉시 내림으로써, 뉴욕주는 모든 

학교 행정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성전환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심시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참조: Betty Rosa 위원장 

뉴욕주 교육 위원회 (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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