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년 월드와이드 앰베서더 대회(WORLDPRIDE 2019 

AMBASSADORS COMPETITION) 우승자 발표  

  

선정된 앰베서더들은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및 스톤월(Stonewall) 50주년 기념에 

참여  

  

우승자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 대회(WorldPride 2019 

Ambassadors competition)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소개하기 위해 선정된 우승자들은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및 

스톤월(Stonewall) 50주년 축하행사에 참여하여, 프라이드 행진(Pride March)에 

동참하는 등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는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최대의 국제 

성소수자 프라이드(LGBTQ Pride) 축제입니다. 6월 1일 Cuomo 주지사는 스톤월 

기념비(Stonewall National Monument)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뉴욕시 웨스트 빌리지에 

위치한 뉴욕주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New York State WorldPride Welcome Center)의 

개관을 발표했으며, 6월 5일 Cuomo 주지사는 주도에서 성소수자 프라이드의 달 

전시회(LGBTQ Pride Month exhibit)의 대대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은 다양성과 인정,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루어 온 진보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월드프라이드(WorldPride)가 열리기에 뉴욕보다 나은 장소는 

없습니다. 성소수자(LGBTQ)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선도하고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뉴욕주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줄 우리의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앰베서더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역사는 뉴욕주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을 시작하고 스톤월(Stonewall) 5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평등을 위한 

계속된 투쟁이라는 우리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정하여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앰베서더들은 

https://youtu.be/KTfcMzQyNtA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축하하고 우리의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은 왜 자신의 시와 주가 자랑스러운지, 

자신의 타운과 지역에서 무엇을 성소수자(LGBTQ) 방문객들에게 자랑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버펄로에서 애디론댁, 퀸즈에 이르기까지,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WorldPride Ambassadors)는 뉴욕주 어디에든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ngelique Piwinski, Ari 

Moore, Audrey De Jesus, Cecilia Gentili, Chelle Lhuillier, Drew Schiff, Judith Kasen-

Windsor, Kelly Metzgar, Mohamed Q. Amin, Taylor, Trenor Wilkins 등이 우리의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WorldPride Ambassadors)로 선정되었습니다.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 대회(WorldPride Ambassador competition)는 뉴욕주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2019, 스톤월 50(Stonewall 50) 홍보의 일환입니다. 1969년 

6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일원들은 뉴욕시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서 즉흥적 

데모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현대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촉매로 

여깁니다.  

  

뉴욕주와 아이러브 뉴욕(I LOVE NY)은 계속해서 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스톤월 

50(Stonewall 50)와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2019를 홍보 및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 뉴욕(I LOVE NY)은 지난 1년 동안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2019와 스톤월 

50(Stonewall 50)(뉴욕시 프라이드(NYC Pride)/헤리티지 오브 프라이드(Heritage of 

Pride))의 주최측과의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에서 프라이드(Pride) 행사를 활성하여 행사 

장소 및 주를 여행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설정된 인쇄물과 디지털 광고 

캠페인이 출간되어 주 전역에서 열리는 특별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2019 여행 가이드(Travel Guide)를 

포함한 아이러브 뉴욕(I LOVE NY) 성소수자(LGBT)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성소수자(LGBTQ) 

여행객들을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열리는 월드프라이드(WorldPride)에 초청한 가운데, 

방문객들이 뉴욕을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 뉴욕주가 모두를 환영하는 장소라는 것을 

홍보해주실 11명의 앰베서더께 축하를 보냅니다."  

  

뉴욕주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는 

성소수자(LGBTQ) 방문객들이 꿈같은 뉴욕주 휴가를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명의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WorldPride 

Ambassadors)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널리 퍼트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열리는 스톤월(Stonewall) 50주년 기념을 포함해 주요 행사들이 

https://protect2.fireeye.com/url?k=b2952e72-eeb02211-b297d747-0cc47aa88e08-32ae991386f26db8&u=https://protect2.fireeye.com/url?k=476ef1b0-1b56570d-476c0885-000babd9fa3f-ecc1c96d6023ff09&u=https://www.iloveny.com/lgbt/


 

 

롱아일랜드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프라이드(Pride)/프라이드 유산(Heritage of Pride)의 Chris Frederick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톤월 항쟁(Stonewall Uprising) 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에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WorldPride Ambassadors)를 

선정해주신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각 앰베서더는 우리의 풍부한 

다양성을 비롯해 뉴욕주 전역의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활동을 상징합니다."  

  

새러낵 호수 출신의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WorldPride Ambassador)인 Kelly 

Metzg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긴 세월 동안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지도자였으며,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례 없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러낵 호수와 애디론댁 노스 카운티, 뉴욕주 

전체가 저를 비롯한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세계에 알릴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즐기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실 때 아름다운 애디론댁, 특히 

높은 산봉우리 지역과 플라시드 올림피아 호수 지역을 방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버펄로 출신의 월드프라이드 앰베서더(WorldPride Ambassador)인 Ari Mo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고향인 뉴욕주에서 열리는 2019년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는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버펄로의 성소수자(LGBTQ) 

운동의 지도자로서, 저는 평등과 사랑, 포용이 가장 큰 가치인 주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열렬한 성소수자(LGBTQ) 권리 

지지자로, 2011년 평등결혼법 통과에서 올해 성별 표현 차별금지(Gender Expression 

Non Discrimination Act, GENDA)를 법으로 제정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뉴욕주의 앰베서더(Ambassador)가 되어 이 엄청난 축제 기간 동안 버펄로의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대표할 기회를 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임기 동안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뉴욕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중 하나를 종식시킬 시점이라는 메세지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및 한심한 전환 치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역사적 승리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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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하여 범죄나 증오를 표현하는 

범죄는 뉴욕주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2015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전환자들이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법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Paul Feinman 씨를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배석판사로 임명함으로써 게이임을 밝히고서 이 법원에서 재직한 최초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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