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1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전환자 추모의 날에 뉴욕을 더 포괄적으로 만들고 증오와 폭력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리는 조치를 발표  

  

Cuomo 주지사의 2020년 시정연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뉴욕주 기관에 성 정체성 

툴킷의 역사적인 출시  

  

성전환자 문화 역량 교육 자료,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에서 개발  

  

성전환자 뉴욕 주민들이 차별적이지 않고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을 설계해  

  

증오와 폭력으로 잃은 성전환자들을 기념하여 오늘 저녁에 주정부 랜드마크에 붉을 밝힐 

예정  

  

오늘 성전환자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이 

모든 주 기관에 최초의 성 정체성 툴킷(Gender Identity Toolkit)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툴킷은 모든 주 직원들이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 뉴욕 주민이 

주정부와 상호 작용하거나 고용된 동안 차별적이지 않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툴킷은 2020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주지사가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전환자 추모의 날을 기억고 올해 혐오 폭력으로 잃은 성전환자들을 기리기 위해 

주 전역의 랜드마크가 오늘 저녁 성전환자 깃발 색(핑크, 화이트, 라이트 블루)의 조명을 

켤 것입니다. 다음 랜드마크들이 포함됩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1WTC)  

•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 - 메인 게이트  

•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 Franklin Delano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elano Roosevelt 

Mid-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이며, 성전환자 추모의 날을 관찰하고 폭력으로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인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들은 여전히 매일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뉴욕의 주 인력이 항상 존엄성, 존중 및 포용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 

자원 및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 정체성 툴킷은 자주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문서, 감독 및 

인적 자원 직원을 위한 중요 정보,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 고객에게 적절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 이름과 대명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침, 직장에서의 

적절한 행동 및 언어 모범 사례, 관련 법률, 정책 및 규제 활동,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 직원을 위한 전환 계획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주정부 기관은 성전환자 뉴욕 주민에 대한 비차별 정책과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은 최근 성전환자 및 여성도 

남성도 아닌 환자에 대한 더 나은 관리 및 치료 결과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인 성 정체성 

및 성별 표현 비차별 정책 및 절차(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Policy and Protocol)를 구현했습니다. 이 정책의 구현은 정신보건국이 

문화 역량을 키우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다양한 환자 집단에 공정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하는 다각적 접근 방식의 일부입니다. 이번 달,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는 뉴욕 주민들에게 성전환자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교육하기 위해 주 전역의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투어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초, 임시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노숙 상태의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난처의 문화적 역량과 비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임기 동안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성전환자 병역 복무 금지 및 의료 서비스 보호조치 철회 등 성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대리모를 

합법화하여 성소수자 커플 및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이 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작년 Cuomo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 및 극악한 전환 

치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숙원이었던 게이 및 트랜드 패닉 디펜스 금지도 

통과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 지휘하에, 뉴욕은 주지사가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에 서명한 후 결혼 평등을 제정한 전국 최초의 큰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2월에 열린 인권 캠페인 그레이터 뉴욕 갈라(Human Rights Campaign Greater New 

York Gala)에서 Cuomo 주지사는 성전환자 여성들이 무고하고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https://www.governor.ny.gov/news/president-trumps-transgender-military-ban-takes-effect-governor-cuomo-directs-state-agencies#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statement-governor-cuomo-trump-administrations-finalized-rule-rolling-back-healthcar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statement-governor-andrew-m-cuomo-passage-ban-gay-and-trans-panic-legal-defense-0#_blank


 

 

불균형하게 감시받은 "워킹 와일 트랜스(Walking While Trans)" 폐지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 주지사는 뉴욕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고 Marsha P. 

Johnson을 위해 브루클린의 이스트 리버 주립공원(East River State Park)을 헌정하여 

이는 뉴욕에서 성소수자 및 유색 성전환 여성을 기리는 첫 주립공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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