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CUOMO 주지사와 ANDY COHEN의 BUZZFEED 뉴스 특별 

기고문: 뉴욕은 아직도 성 소수자(LGBTQ) 시민을 차별하는 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끝냅시다.  

  

"입법부는 올해 심의회에서 7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올버니를 떠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 두 가지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리모 합법화와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를 통해 성 소수자(LGBTQ) 커뮤니티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우리는 법의 아래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전까지는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Buzzfeed 뉴스는 일주일 후 입법 심의회가 종료되기 전 입법부가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Andrew M. Cuomo 주지사와 

Andy Cohen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성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맞서 싸우는 점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거대 주 중 최초로 평등 결혼법을 통과시킨 주입니다. 우리는 성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를 제정하여 성전환자와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AIDS 확산을 끝내기 

위해 대담한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성전환자와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Trump 행정부의 전면적인 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주에는 성 소수자(LGBTQ) 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식의 차별과 

더불어 솔직히 말하면 혐오스러운 수준의 법안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이를 고쳐야 

합니다.  

  

우선, 뉴욕은 대리모가 불법인 유일한 세 곳의 주 중 한 곳입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놀라곤 하십니다. Andy 씨 자신도 대리모에 대해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 놀랐으니까요. 순수한 이타적 행위가 2019년 뉴욕에서 불법이라는 

점은 매우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andrewcuomo/new-york-laws-discriminate-lgbtq


 

 

성 소수자 커플 혹은 난임 커플이 대리모의 도움으로 가족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뉴욕주 바깥으로 나가 다른 주의 법률을 상대해야 하며 이는 종종 의료 시스템이 

더 낙후된 곳입니다. 이로 인해 대리모를 이용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재정 및 다른 

방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이는 가정 형성에 장벽이 되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Andy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로 결정한 뒤 맞닥뜨려야 했던 도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대리모는 그가 생물학적 자녀를 가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뉴욕은 Cuomo 주지사 재임 첫해 평등 결혼법을 통과시켰을 당시 가정의 중요성 및 

가정이 얼마나 다양한 인종, 형태, 크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리모를 금지한다는 것은 성 소수자 커뮤니티와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들의 고향 주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의학이 매일 새로운 기적을 이루고 있는 시대이며 가족을 만드는 전제조건은 

사랑이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시점인 2019년에 누구도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여성이 자신의 몸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서명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대리모 행위를 허용하는 대리모 법안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보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모들이 법률 지원, 적절한 의료 지원 등 기타 중요한 보호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대리모는 희망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는 

가정을 형성하는 자유 및 부모로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혜, 역사, 문화를 새로운 세대로 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를 

누구라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뉴욕주에서 성 소수자 시민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자신의 동성애 혐오나 성전환 혐오를 합법적 정당방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라고 불립니다. 이는 매우 혐오스럽고 

금지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성 소수자, 성전환자,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분들이 단순히 성적 지향 때문에 

살해당하거나 공격당한 공포스러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로 인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책임을 전가, 그들의 공격 행위에 대해 더 낮은 형량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악명이 높은 예시는 1998년 Matthew Shepard 살인 사건으로 와이오밍에 거주하던 

21세 대학생이 두 명의 남성에 의해 사망할 때까지 구타당한 사건입니다. 그 남성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핑계로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이용했습니다.  

  

이 방어는 우리 사법 체계에 자리 잡을 곳이 없는 유해한 법적 술책입니다. 이는 모든 

곳에서 성 소수자 시민에게 모욕적이며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뉴욕 주민, 혹은 성적 지향 

문제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혐오 범죄가 어떻게든 괜찮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2013년, 법안을 통해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패닉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도록 주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그것이 6년 전의 일입니다. 뉴욕은 너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성 소수자 커뮤니티는 너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이미 세 곳의 주에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금지했습니다. 뉴욕이 바로 

그다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뉴욕이 행동하면 다른 주들도 우리를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올해 심의회에서 7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올버니를 떠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 두 가지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리모 합법화와 "성 소수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를 통해 성 소수자(LGBTQ) 커뮤니티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우리는 법의 아래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전까지는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Andy Cohen은 수상 경력의 Bravo 채널 Watch What Happens Live의 진행자이자 제작 

책임자입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주지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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