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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5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대박람회에서대박람회에서대박람회에서대박람회에서 사상사상사상사상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프라이드프라이드프라이드프라이드 데이데이데이데이 발표발표발표발표 

 

프라이드프라이드프라이드프라이드 데이는데이는데이는데이는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LGBT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기념하고기념하고기념하고기념하고, 깃발깃발깃발깃발 게양게양게양게양, 정보정보정보정보 마당마당마당마당 및및및및 무료무료무료무료 

Melissa Etheridge 콘서트로콘서트로콘서트로콘서트로 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 특별일특별일특별일특별일 명부에명부에명부에명부에 합류합니다합류합니다합류합니다합류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5 뉴욕주 대박람회가 뉴욕주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 커뮤니티를 기념하는 “프라이드 데이”를 특별히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년간 박람회에서 LGBT 커뮤니티 멤버들에 의한 비공식 집회였던 

것을 공식화하는 명명식이 8월 28일 금요일에 개최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평등을 위한 투쟁의 리더인 것이 자랑스러운데 금년 여름에 우리는 LGBT 

커뮤니티 기념 및 지지를 주 박람회로 연장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금년의 주 박람회는 사상 최고가 될 것이며 본인은뉴욕주민과 방문객들이 사상 최초의 

프라이드 데이를 위한 나들이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에서 프라이드 데이는 Fairgrounds의 메인 게이트에서 무지개기 게양으로 

시작하여 박람회 관객을 다양한 단체에 연결하는 종일 정보 마당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프라이드 데이에는 LGBT 커뮤니티 출신 연사를 포함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박람회의 일일 퍼레이드에는 유명인들이 참가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지역 옹호 기관들이 충원해온 LGBT 부스가 Center of Progress Building의 관례적 

장소를 차지할 것입니다. 

 

박람회에서 프라이드 데이는 오후 8시, 그래미상을 받은 록스타로서 1993년에 

커밍아웃한 이래 LGBT 평등을 위해 싸워온 Melissa Etheridge의 무료 Chevy Court 

콘서트로 마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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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데이는 법집행일, 군인의날, 두 시니어 데이, 이로쿼이족의 기여를 기리는 

새로운 식스 네이션즈 데이, SUNY 데이 및 여성의날을 포함하여 박람회의 여러 특별한 

날들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박람회는 언제나 주지사의 날로 시작합니다. 뉴욕주 

대박람회는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립니다. 

 

박람회 본부장 대행 Troy Waffn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박람회에서 

LGBT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이 첫 번째 공식일을 가져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모든 

사람을 반영하는 더울 다양한 박람회를 창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 매진합니다”.  

 

Cuomo 지사는 LGBT 뉴욕주민을 위한 평등과 정의를 그의 행정부의 중심적인 공공정책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주지사로서 그는 차별과 싸우고, LGBT 뉴욕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뉴욕주의 역사적 혼인평등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선도하여 뉴욕주를 당시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혼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만들었습니다. 

•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주적 캠퍼스 성폭행 법안 제정, 이 법안은 LGBT 

학생들에 대한 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뉴욕주 HIV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되는 지점까지 새 HIV 감염을 줄임으로써 

뉴욕주 에이즈 전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3점 계획 출범.  

• 성전환자를 위해 뉴욕주의 출생 증명서 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성전환자가 적절한 

임상 치료를 받았음을 면허 의사가 밝힐 때 성별 표시가 수정된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함. 

• 뉴욕주의 Medicaid 프로그램에 성전환자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새 규정을 

통과시켜, 성전환자 뉴욕주민이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을 위해 Medicaid 

지원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건강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다른 진료와 같은 조건으로 성전환자 본건 

진료를 보장하도록 요구. 

•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주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LGBT 뉴욕주민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 및 인적 서비스를 더 잘 맞춤화하기 위한 다기관 

조율 전략(이 종류로는 전국 최초) 시행. 

• LGBT인들의 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이 인디아나주에서 시행되는 동안 그 주로의 

비필수적 공무원 출장 금지. 

• LGBT 여행객들이 뉴욕주를 방문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도록 장려하는 I Love NY LGBT 관광 캠페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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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의 프라이드 데이는 LGBT 커뮤니티 관련 이슈에 적극적인 뉴욕주 중부 지역의 

다양한 주도적 그룹들과의 협업으로 마련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마케팅 이니셔티브 담당 부사장 겸 I Love New York LGBT 

관광 이니셔티브 코디네이터인 Ross Lev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는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훌륭한 매력입니다. LGBT 손님들은 이제 박람회를 방문하여 

독특한 음식으로부터 짜릿한 타기 및 즐거운 공연에 이르기까지 박람회가 제공하는 모든 

재미에 참여할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프라이드 데이를 박람회 스케줄에 공식 추가한 것은 LGBTQ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현재와 과거에 해온 중요한 역할의 인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프라이드 데이의 공식 인정이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신감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동네와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들을 위해 특별히 

중요합니다. 프라이드 데이 인정은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평등 성취에서 또 하나의 

전진입니다. 과거에 LGBTQ인들이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났던 곳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 자랑스럽게 서서, 그들을 복잡한 뉴욕주 시민 네트워크에 또 하나의 

부분으로서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CNY Pride의 총재인 D. Bruce Carter 박사가 

말했습니다. 

 

Service and Advocacy for GLBT Elders (SAGE) 총재 Kim Di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AGE Upstate가 섬기는 GLBT 어르신들 중 다수는 평생 동안 매년 뉴욕주 

박람회에 오셨습니다. 금년에 이 훌륭한 행사는 그들을 위해 더욱 가시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GLBT인들과 모두를 위한 평등을 지지하는 우리 동지들을 인정하는 날을 

마련하는 것은 그 의미가 깊습니다.”  

 

Focus on Awareness and Information Resources of New York (FAIRNY) 코디네이터 

Bonnie Strunk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박람회에 15년 동안 꾸준히 

참가한 것은 이 박람회가 전체 커뮤니티의 단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라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며 우리 부스는 다른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 그것이 진짜 뉴욕주입니다!” 

 

ACR Health 총재 Michael Crinn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박람회는 언제나 도시, 

농촌 및 교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거대한 용광로로서, 그곳에서는 사람 구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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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로 군림합니다. 프라이드 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LGBT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특히 LGBT 청소년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 모델도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격리된 LGBT 청소년들을 위해 이 노출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깊고도 사적인 투쟁을 잘 견디도록 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ACLU) 뉴욕주 중부 지역 지부장 Barrie Gewan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박람회가 모두를 반기고 포용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Transgender Allliance 총재 Mallory Livings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ransgender 

Alliance는 박람회 사상 최초의 프라이드 데이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박람회 같은 단결 행사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너무 종종 성전환자들이 행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는 매우 행복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대박람회대박람회대박람회대박람회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주관하는 뉴욕주 박람회가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립니다. 이 박람회는 테마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최고급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뉴욕 

농업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대박람회의 장소는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말 및 가축 쇼를 포함하여 수 십 가지의 

농업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년중 운영되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입니다. 

연중 이벤트 일정은 본 축제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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