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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긍지를 높인 점을 인정해 최초의 LGBTQ 펠로우십과 

2019년도 월드 프라이드 홍보대사 대회 발표 

 

LGBTQ 펠로우십은 주 정부의 포용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 다양성 책임자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 

 

월드 프라이드 2019에 앞서 뉴욕의 LGBTQ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홍보대사 대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정부에서 포용성과 공정 대표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다양성 책임자(Office of the Chief Diversity Officer)를 도와 봉직할 최초의 뉴욕주 

LGBTQ 펠로우십을 발표하는 것으로 뉴욕 프라이드 2018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펠로우십은 평등권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하여 Marsha P. 

Johnson, Sylvia Rivera, Edie Windsor의 업적을 기려 명칭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주지사는 내년 행사에 앞서 뉴욕 LGBTQ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2019 월드 프라이드 홍보대사 대회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전국에서도 LGBTQ 커뮤니티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프라이드 주간은 우리가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나라 

전체로 다양성이 넓게 포용 및 증진되고 뉴욕이 앞으로도 계속 모두를 위한 등대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뉴욕은 LGBTQ 권익 운동의 발상지로서, 이처럼 흥미로운 

이니셔티브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뉴욕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주간은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현재를 기념하며 LGBTQ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결의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뉴욕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진보를 실현하고 미국이 약속하는 가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선구적인 세 여성의 

업적을 기려 명명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점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GBTQ 펠로우십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LGBTQ 펠로우십은 최고 다양성 책임자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정의 기여도, LGBTQ의 

평등권, 시민권 및 다양성 문제에 노력한 업적, 공익 사업 부분의 커리에 지대한 관심을 

입증한 개인에게 2년마다 LGBTQ 펠로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펠로우로 선정된 자는 

최고 다양성 책임자실에 배속되어 다양한 젠더 아이덴티티와 성적 지향을 가진 뉴욕 

주민을 위한 모범적 고용주로서 주 정부의 리더십을 계속 다져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펠로우십은 남다른 용기, 끈기 및 인내심을 가지고서 LGBTQ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LGBTQ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 LGBTQ 리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2년간 이어지는 첫 펠로우십의 이름은 뉴욕의 세 리더가 이룩한 업적을 

기리도록 명명됩니다. 연방결혼보호법에 맞서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고 혁혁한 

공훈이 있는 Edie Windsor와 뉴욕의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이들의 권익 보호 

지지를 이끄는 운동에 앞장선 Marsha P. Johnson과 Sylvia Rivera가 바로 그들입니다. 

 

펠로우는 사실상의 정부 지도자로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뉴욕주 LGBTQ 정책입안자 

및 리더로 구성된 관계망을 강화하도록 도와줄 선출직 공무원 및 산업 파트너와 함께 

각종 교육 및 직업 계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펠로우십은 지사실 담당 책임자와 LGBTQ 리더 간에 뉴욕, 특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위한 LGBTQ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일련의 회의와 

토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월드 프라이드 홍보대사 

뉴욕이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과 LGBTQ 권익 운동의 시작을 기념하는 월드 

프라이드 2019 개최를 준비하면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LGBTQ 커뮤니티가 지닌 

다양성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2019 월드 프라이드 홍보대사 대회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려는 LGBTQ 뉴욕 주민께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뉴욕 

프라이드로서의 삶을 사는 방식을 묘사한 동영상 스토리를 보내 주십시오. 홍보대사로 

선정된 분은 월드 프라이드 관련 봉사 활동 및 마케팅 자료뿐 아니라, 월드 프라이드 

2019까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각종 편견 및 차별 방지 캠페인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실립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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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전환자들이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법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Paul Feinman 씨를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배석판사로 임명함으로써 게이임을 밝히고서 이 법원에서 

재직하게 되는 최초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6194286F96E8AC16852582B0005DCA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