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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적 소수자(LGBTQ)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

주의회 회기 개시 100 일 내에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과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하는 심리치료인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법안 통과 공약 이행
성적 소수자(LGBTQ)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지사의 전면적인 개혁 일괄 법안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의회 회기 개시 100 일 내에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를 위한 획기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법안들에 서명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과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하는 심리치료인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로서 그리고 현대적인
성적 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본거지로서, 뉴욕은 모든 개인을 위한 완전한 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서 앞장서 왔습니다. 법안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과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의 사기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평등한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에는 증오가 설
자리가 없다는 명확하고 자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협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성적 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인 뉴욕주에서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이나 폭력에
직면해서는 안됩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은 드디어 트랜스젠더나 성 정체성이 남녀로 확실히 나누어지지 않은 뉴욕 주민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률로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만드는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축하합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과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법안이 이제 뉴욕주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한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을 통한 평등 보장
뉴욕의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에 대한 보호와 평등을 증진하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의 통과는 고용주, 교육 기관, 임대주, 채권자, 기타 주민이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하여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에
기반한 범죄나 증오를 표현하는 범죄는 뉴욕주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2015 년에 주지사는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뉴욕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 제공업자, 사업체, 채권자, 기타 주민에게 확인하는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보호받는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을 변화시키려는 치료법이 개인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해 왔습니다. 오늘 서명된 이 법안은 18 세
미만의 환자에 대한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법(education law)에 따라 전문가 면허를 받는 직업에 대한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시술을 금지합니다.
2016 년에 Cuomo 주지사는 미성년자의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시술을
금지하는 복수 기관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보험사가 18 세 미만 개인에 대해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시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뉴욕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따라 전환 치료 시술의 보험 적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은 관할 내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환 치료를 시술하는 시설을
규제했습니다.
뉴욕시의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 센터(LGBT Community Center)의 Glennda Testone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과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시술 금지법의 제정은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를 위한
주요 조치입니다. 뉴욕주는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이 남녀로 확실히 나누어지지 않은
뉴욕 주민과 우리 청소년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진정한 진보적인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지체된 후 거둔 이 승리와 법안들을
실현시킨 Cuomo 주지사님의 공약, 외견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더욱 포용적인 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의 끊임없는 행동주의
등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 승리는 서로의 지지를 얻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여정에 앞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등을
보여줍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으로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우리가
동성결혼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8 년
전에 일어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뉴욕주 상원의
다수당은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보호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다수당 아래서, 뉴욕주 상원 의사당이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와 연대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님 및
이 법안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의 리더십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
신속하게 법으로 제정해 주신 Heastie 뉴욕주 하원의장님과 Cuomo 주지사님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상원 다수당이 역사적인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심적이고 진보적인 우리의 어젠다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뉴욕 주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여러해 동안 뉴욕주 하원
다수당은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과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새로운 민주당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조치가 이제 법으로 제정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Dick Gottfried 뉴욕주
하원의원 및 Deborah Glick 뉴욕주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뉴욕주 하원 다수당의 수많은
의원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Deborah J.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정된 두 가지 이 주요
법안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은 뉴욕주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오랜 기간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겪은 트랜스젠더 및 성 정체성이 남녀로
확실히 나누어지지 않은 뉴욕 주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 증오 범죄법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소위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라고 불리는 시술을
금지하는 법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성이나 성적 표현을 변화시키려는 파괴적인 과정을
미성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시술 행위가 뉴욕주에서는 불법이
됩니다. 뉴욕주 의회와 주지사는 이러한 보호 입법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뉴욕
주민을 위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대는
보호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합니다. 수많은 지지자분들과 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제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년간 일한 후에 마침내 이 법들이 제정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에서 새로운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8 년 동안 뉴욕주 상원에서 성적 소수자(LGBTQ)에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벽에 부딪혀 왔습니디만, 트랜스젠더 및 성 정체성이 남녀로 확실히
나누어지지 않은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위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시술을 우리 아이들이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두가지

획기적인 법안에 오늘 Cuomo 주지사님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성적 소수자(LGBTQ) 미국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계속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는 뉴욕주 전 지역의 성적 소수자(LGBTQ)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민권을 보호하는 일이 법으로 완전한 강제성과 효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적 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을 위해 역사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의 리더십에 따라, 모든 뉴욕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지사님과 협력하는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다수당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인내와 단호함을 보여주신 뉴욕주 하원의 제 동료 의원인
Deborah Glick 하원의원님과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Michael Gianaris 뉴욕주 상원의원님, Tom Duane 뉴욕주 전 상원의원님 Daniel
Squadron 뉴욕주 전 상원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을 처음으로 뉴욕주 하원에 상정하고 후원한 Richard N.
Gottfrie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2015 년에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상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법(Human Rights Law)과 형법(Penal Law)에 성
표현과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일은 적합한 인식으로 이러한 규정 폐지를 방지하는 보호
방안을 제공하며 뉴욕주의 증오 범죄법(Hate Crimes Law)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워싱턴 행정부의 공격에 맞서, 뉴욕은 상식, 공정성,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지사 재임 기간 내내, Cuomo 주지사는 성적 소수자(LGBTQ)의 권리를
옹호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뉴욕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1 년에 주지사는 새로운 미국의
표준을 만들면서 이 근본적인 불평등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역사적인 동성결혼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요한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조항의 잠재적인 퇴행을
예상하여, Cuomo 주지사는 보건부가 건강보험 제공기관이 트랜스젠더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트랜스젠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확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들은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명시된 성 정체성에 기반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폐지하라는 Trump
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경우, 약
90,300 명의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이 불공정하고 노골적이며 불법적인 차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17 년에 발생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연방 정부 보호 조항에 대한 연방 정부의
퇴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주지사는 뉴욕주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이 당할 수
있는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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