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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LGBT 차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뉴욕주 활동을 발표하다

뉴욕이 미국 최초로 LGBT 데이터 수집 개선에 대한 뉴욕주의 공조 전략을 짜는 주가 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LGBT)
뉴욕주민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 활동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의 Interagency LGBT 전담반이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에 간단히 서술되었듯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정보를 데이터 수집에 포함시키기 위한 뉴욕주의 활동으로 뉴욕주는 LGBT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더욱더 잘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수천 명의 뉴욕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뉴욕주는 미국 최초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 수집 절차를 개발하는 공조 전략을 사용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진보적인 이상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LGBT
커뮤니티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요구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음으로써
미국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 기관들이 이들의
인구분포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좀 더 살펴본다면 LGBT 뉴욕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건강과
금융의 차이, 안전 문제 및 기타 무수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의 중요한
커뮤니티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이들의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과 상관 없이 모든 뉴욕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옹호해나갈 것입니다.”
Institute of Medicine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건강: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초석 쌓기라는 내용의2011년 3월 보고서 를 보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한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LGBT 커뮤니티 내 건강 및 기타 차이점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정 및 커뮤니티 감독부서(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노인국(Office for the Aging), 정신건강국(Office of Mental Health),
알코올 및 약물남용서비스국(Office of Alcohol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임시장애지원국(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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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아동 및 가정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발달장애인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등 8개 뉴욕주 관련 기관은 현재
임상 및 조사 도구에 있어서 LGBT 인구분포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수집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은 모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15년에 업데이트할 추가적인
적절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이 이러한 변화를 교육하고 이행할 자원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Pride Agenda의 정부 업무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Governmental Affairs and Community
Projects) 국장인 Jonathan La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LGBT 옹호 기관은 이들 뉴욕주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마침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뉴욕주민들에 대한 중요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LGBT 뉴욕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 커뮤니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강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맨해튼에 있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센터 실무국장인 Glennda
Test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OASAS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이 데이터는 LGBT 커뮤니티에서의 약물 사용 및 HIV와의 연관성을 다루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LGBT 사람들은 약물 사용율이 배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는 현지 약물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건강 평등, 돌봄 서비스
접근 및 우리 커뮤니티의 건강보험 가입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Northeastern New York의 AIDS 위원회 실무국장인 Michele McClav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정보 수집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환자 중심의
AIDS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최고의 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의 전통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nondaga 카운티의 노인국 실무국장인 Lisa Alfo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활동 과정에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일은 Onondaga 카운티 내 노인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뉴욕주
관련 기관들과 주 차원의 전략을 공조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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