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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의회 의사당에서 성소수자 프라이드의 달(LGBTQ PRIDE
MONTH) 전시회 개최함 발표

성소수자(LGBTQ) 프라이드 깃발, 역사상 처음으로 주 의회 의사당에 게양될 예정
새 전시인 ‘평등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Equality Will Never Be Silent)’, 뉴욕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성소수자(LQBTQ) 뉴욕 주민이 미친 영향을
기려
전시회, 국제 에이즈 메모리얼 퀼트(International AIDS Memorial Quilt) 일부 포함
전시회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평등은 침묵하지 않는다(Equality Will Never Be
Silent)'는 제목의 성소수자 프라이드의 달(LGBTQ Pride Month) 전시회가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정치, 문화,
예술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 16명을 인정합니다. 이
전시회는 뉴욕주 의회 의사당 2층 주지사 접견실(Governor's Reception Room)에서
개최되며 여름 내내 열립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역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LGBTQ) 프라이드 깃발을 주 의회 의사당에 게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 선구자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부수었으며 완전한 평등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정체성 때문에 희생되었고 일부는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싸워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전시는 특별히 용감하고 재능있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기립니다. 뉴욕은 항상 그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Alphonso B. David 주지사 대표 고문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가장 크게 지지합니다. 그들의 선구자 활동과 리더십을
인정하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은 시작부터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에서 국가적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행정부는 성소수자(LGBTQ)의
평등권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주목을 끌도록
전념할 것입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의사당의 관리자로서 저희는 여기에서
전시를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전시는 스톤월(Stonewall) 항쟁 이후 50년간의 진전과
직면해온 문제들을 보여주도록 도울 것입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
기념으로 프라이드 깃발을 의사당에 게양하는 것은 뉴욕이 성소수자(LGBTQ) 인권의
불빛이라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 입법 심의회에서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상원 하원이 트랜스젠더 인권법 통과, 이른바 게이 전환 치료 금지, 성소수자(LGBTQ)
청소년 노숙자 보호 등 성소수자(LGBTQ) 문제에 대해 진행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프라이드 깃발은 우리 주 의사당에 걸릴 것이며 50년 전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성소수자(LGBTQ)의 분투, 인내, 희망을
나타냅니다."
Tom Duan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성소수자(LGBTQ)
리더들이 더욱 평등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운 길고 유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리더 16명의 영향을 인정하는 이 전시를 의사당에
개시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불빛인 뉴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지사님과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이 기대됩니다."
Deborah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뉴욕주 역사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강조하는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소수자(LGBTQ)의 인권을 지지하고 많은 것을 축하할 수
있는 주에서 일하고 사는 것은 행운이지만 차별과 피해 사례들이 아직도 존재하므로
계속해서 완전한 평등을 지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싸움을 이어 나갈 수
있어 영광스럽습니다."
전시회 이름은 견줄 데 없는 리더인 Harvey Milk의 말인 ‘희망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를 인용했습니다. 전시 대부분은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에 주목하고
지지했던 비범한 인물들의 고집과 영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시회에는 1969년 스톤월 항쟁(Stonewall uprising)을 연대기순으로 나열한 해석판과
프라이드 깃발의 역사에 헌정하는 판이 있습니다. 또한 편견에 의해 살해되어 변화를
이끌었고 결국 성소수자(LGBTQ) 보호책을 강하게 만든 세 뉴욕 주민을 기립니다.

뉴욕주는 또한 국제 에이즈 메모리얼 퀼트(International AIDS Memorial Quilt) 일부를
자랑스럽게 전시합니다. 에이즈 관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기리는
12피트짜리 네 구역이 이 전시에 포함됩니다. 주 의사당에 전시된 세 개의 시그니처
스퀘어(Signature Squares)는 2002년 호주 시드니 국제 레인보우 기념 달리기 게이
올림픽 VI(Gay Games VI), 2010년 독일 쾰른 게이 올림픽 VIII(Gay Games VIII), 2018년
프랑스 파리 게이 올림픽 10(Gay Games 10)에서 가져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콘코스에 전시된 네 번째 구역은 에이즈에 대해 교육하는
마로조 재단(Fundación MAROZO)을 설립하도록 도운 Barbara Martinez가
대여해주었습니다.
성소수자(LGBTQ) 인권에 대한 뉴욕주의 헌신은 획기적 법안과 계획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뉴욕은 또한 영상 제작물의 배경 역할을 하여 전 세계 관객들의 이해와
수용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제작된 전시회에는 시리즈 정규 역할로 트랜스젠더
배우들을 대규모로 캐스팅해 텔레비전 역사를 다시 쓴 혁신적 시리즈인 포즈(Pose)의
판도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다음과 같은 뉴욕 주민들도 있습니다.
예술 및 문화
Alice Austen - 당시 전형적 사회 및 성별 기준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진가.
James Baldwin - 미국의 인종과 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썼던 소설가, 수필가, 시인,
극작가.
Harvey Fierstein - 성소수자(LGBTQ) 테마를 무대에 세운 공연가, 극작가, 성우.
Audre Lorde - 모든 형태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했던 뉴욕주 시인 수상자(New York
State Poet Laureate) 및 학자.
정부
Alphonso B. David - 뉴욕주 주지사 대표 고문관으로 근무하며 최초로 게이임을 밝힌
흑인.
Tom Duane - 최초로 성소수자(LGBTQ) 일원이라고 밝혔으며 최초로 에이즈
양성반응이라고 밝힌 뉴욕주 상원 일원.
Paul G. Feinman - 주에서 가장 높은 법원에 임명된 최초로 게이임을 밝힌 판사.

Deborah Glick 하원의원 - 최초로 성소수자(LGBTQ) 일원임을 밝힌 뉴욕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 의원.
Harvey Milk - 미국에서 최초로 게이임을 밝힌 당선 공무원 중 하나.
옹호자
Marsha P. Johnson - 스톤월 항쟁(Stonewall uprising) 때 경찰에 저항했다고 하는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의 선구자.
Roberta 'Robbie' Kaplan - 결혼 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을 폐지하는
획기적 미국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 사건에서 Edie Windsor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상업 및 시민권리 소송전문 뉴욕시 변호사.
Larry Kramer - 에이즈 인식에 수십 년에 걸쳐 헌신한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작가이자
액트업(ACT UP)의 공동 설립자.
Sylvia Rivera - 스톤월(Stonewall) 항쟁 참가자이자 성소수자(LGBTQ) 운동 내 소외
그룹을 옹호하는 거침없는 지지자.
Vito Russo - 글래드(GLAAD) 및 액트업(ACT UP) 설립을 도운 작가, 활동가, 영화 학자.
Bayard Rustin - 에이 필립 랜돌프 협회(A. Philip Randolph Institute) 설립자이자 1963년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조직자.
Edie Windsor - 연방 정부 상대 소송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도록 도운 뉴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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