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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26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평등권평등권평등권평등권 쟁취를쟁취를쟁취를쟁취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투쟁투쟁투쟁투쟁, 증오증오증오증오, 편협심편협심편협심편협심 및및및및 폭력으로폭력으로폭력으로폭력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모든모든모든모든 

희생자들을희생자들을희생자들을희생자들을 기리는기리는기리는기리는 LGBT 기념비기념비기념비기념비 건립건립건립건립 기념위원회를기념위원회를기념위원회를기념위원회를 수립하는수립하는수립하는수립하는 행정명령에행정명령에행정명령에행정명령에 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 

 

행정명령을행정명령을행정명령을행정명령을 보려면보려면보려면보려면 여기여기여기여기를를를를 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Legendary Stonewall Inn을을을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적지로사적지로사적지로사적지로 지정하다지정하다지정하다지정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 역사적으로역사적으로역사적으로역사적으로 자랑하는자랑하는자랑하는자랑하는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포용포용포용포용 정책을정책을정책을정책을 홍보하기홍보하기홍보하기홍보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Open 
Doors Campaign”과과과과 뉴욕뉴욕뉴욕뉴욕, 노스캐롤라이나노스캐롤라이나노스캐롤라이나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미시시피미시시피미시시피 및및및및 텍사스에서텍사스에서텍사스에서텍사스에서 방영될방영될방영될방영될 광고의광고의광고의광고의 

베일을베일을베일을베일을 벗기다벗기다벗기다벗기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GBT 커뮤니티, 올랜도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 및 

모든 증오, 편협심 및 폭력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새로운 기념물을 뉴욕시에 건립하는 

것에 관한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LGBT 기념위원회를 발족하는 행정명령 No. 

158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현대 LGBT 권리 운동의 탄생지인 Stonewall Inn을 

뉴욕의 사적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색다른 분위기의 Greenwich Village 바와 술집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폭동은 이후 뉴욕에서 결혼 평등을 이끌었던 국가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결혼 평등은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는 미국 최초의 행정조치이자 

성 전환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열리는 제 46회 

연례 Pride Parade에 앞서 LGBT Community Center에서 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Open Doors Campaign”도 소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홍보 활동은 

LGBT 권리, 자유 및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미국을 선도해온 뉴욕의 오랜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디지털 및 방송 광고가 포함된 이 캠페인은 오는 일요일에 

방송을 시작하여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택세스에서 여름 시즌 내내 방송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존엄, 공정성 및 존경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랜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저는 평등권 투쟁과 증오, 편협심 및 폭력에 따른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할 위원회를 설립하려 합니다. 뉴욕은 앞으로도 

정의의 횃불의 역할을 계속 하고,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보다 정의로운 

통합사회를 구축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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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기 사건으로 주지사는 LGBT 

기념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 No. 158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민과 미국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끊임 없이 애도함에 따라 이 위원회는 LGBT 커뮤니티와 올랜도 

총기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려 새로운 기념비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자유의여신상이나 을 굽어보는 Battery Park City와 Greenwich Village 서쪽 

편에 있는 Chelsea Piers를 포함해 이 기념비가 들어서 두 곳의 잠재적인 장소를 

물색해놓았습니다. 

 

기념위원회는 즉시 활동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념비 부지, 설계 및 건축에 

관한 권고안을 주지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장관이 감독한 후 Alphonso David 주지사와 조정할 

것입니다. LGBT 기념위원회의 위원들:  

• Scott P. Campbell, Elton John Aids Foundation의 실무국장  

• Rose Harvey, 뉴욕주 공원 레크레이션 역사 보존사무국 커미셔너  

• Cristina Herrera, Translatina Network 설립자 겸 CEO  

• Thomas Krever, Hetrick-Martin Institute 최고책임자  

• Kelsey Louie, Gay Men’s Health Crisis 실무국장  

• Eunic Ortiz, Stonewall Democrats 사장  

• Christine Quinn, Women and Need의 CEO 겸 결혼평등 지지자 

• Melissa Sklarz, 유명한 트랜스젠더 운동가  

• Beverly Tillery, NYC 반폭력 프로젝트 실무국장 

• Glennda Testone, New York LGBT Community Center 실무국장  

Greenwich Village의 Stonewall Inn은 LGBT 권리와 평등 투쟁의 국제적 상징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969년, 뉴욕시 경찰청의 정기적인 괴롭힘과 지속적인 위협으로 LGBT 

커뮤니티가 반란을 일으켜 수십 년에 걸쳐 시가 허가한 심각한 편견과 억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주지사는 Stonewall의 역사적인 의미를 인정해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 사무국에게 바와 술집을 주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지시하는 인용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 

커미셔너가 감독합니다.  

 

이 발표는 최근에 Obama 대통령이 Greenwich Village의 Stonewall Inn 맞은편에 자리한 

Christopher Park에 LGBT 권리를 위한 최초의 미국 기념비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후 

나왔습니다. 2015년 4월, 주지사는 뉴욕시가 Christopher Park를 미국 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역사적 지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안(S.6891/A.9454)에 

서명하였습니다.  

 

 “Open Doors Campaign”에는 뉴욕주에 본사를 둔 Fortune 500대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다양성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등장하는 리더들: MasterCard 사장 겸 

CEO인 Ajaypal Singh Banga; Goldman Sachs의 CIO인 Martin Chavez, Pepsico 회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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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 Indra Nooyi. 세 개의 디지털 및 방송 광고가 포함된 이 캠페인은 오는 일요일에 

방송을 시작하여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택세스에서 여름 시즌 내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광고를 보려면 여기, 여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정부는 LGBT Community Center에서 제46회 Pride Parade를 시작한 후 600여명의 

뉴욕주민들과 미국 LGBT과 함께 Fifth Avenue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서, 

주지사는 LGBT Center New York의 Glennda Testone 실무국장, Central Florida LGBT 

Center의 Terry DeCarlo 실무국장, Moms Demand Action의 설립자인 Shannon Watts, 

백악관 대중참여(Public Engagement) 부책임자인 Raffi Freedman-Gurspan, Harlem 

United 최고책임자 Jacqui Kilmer, HMI의 Thomas Krever 실무국장, 1199 SEIU의 

George Gresham 사장, RWDSU의 Stuart Appelbaum 사장, 미국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Randi Weingarten 위원장, 전국교원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의 Michael Mulgrew 위원장; 주지사의 법무장관인 Alphonso David; NYS 

노동부 Roberta Reardon 커미셔너, NYS OTDA Sam Roberts 커미셔너,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 사무국의 Andy Beers 실무부커미셔너, NYS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Audrey Zibelman 의장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Central Florida LGBT Center의의의의 Terry DeCarlo 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2주 전 

끔찍한 사건 이후 뉴욕 LGBT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모든 곳에서 보내주신 

엄청난 사랑과 지지는 정말 감개무량한 것이었습니다. Central Florida의 우리들은 

아직도 회복 단계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친절 그리고 지지는 매일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뉴욕주는 미국민들에게 LGBT 

커뮤니티의 공정성, 정의 및 평등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LGBT 기념위원회를 건립하고 

Stonewall을 뉴욕주의 사적지로 지정함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성, 평등 및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Elton John AIDS Foundation의의의의 Scott P. Campbell 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민으로서 우리는 모든 인종, 신념 그리고 배경을 가진 뛰어난 분들을 주변에 두게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뉴욕은 수용, 이해, 동정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곧 우리 주를 세계 어느 곳과도 같지 않게 차별화시켜주는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평등의 챔피언이 되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이 자리를 

빌어 기념위원회의 일부로서 올랜도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함께 모든 분들에 대한 뉴욕의 변함 없는 사랑을 재확인시켜주시고 평등권과 

평등한 정의를 위해 계속 전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WIN의의의의 CEO인인인인 Christine Quin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Pulse에서 우리는 49명의 우리 

형제자매를 잃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러한 모든 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며 그들을 살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인 증오는 반드시 

종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잊는다면 죽음과 폭력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LGBT에게 안전한 곳으로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Korean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Translatina Network의의의의 CEO 겸겸겸겸 설립자인설립자인설립자인설립자인 Cristina Herrera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은 Seneca Falls에서 Stonewall에 이르기까지 항상 사회 정의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 없는 진보와 평등의 횃불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서 싸우고 

모든 뉴욕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것은 보통 사람들의 영웅주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뉴욕주를 용기와 연민의 장소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성 전환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트랜스젠터 커뮤니티에 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주지사는 이러한 유산을 옹호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의 평등한 보호를 위해 싸웠습니다. 

주지사는 미국에게 신념과 용기로 어떤 발전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LGBT 기념위원회 위원으로 이러한 투쟁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GBT 운동가인운동가인운동가인운동가인 Melissa Sklarz는는는는 이렇이렇이렇이렇게게게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LGBT 기념위원회에 뽑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발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Cuomo 주지사의 LGBT 권리를 

위한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올랜도에서의 비극이 

일어난 후 우리의 모든 커뮤니티들이 평등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Greenwich Village에 건립되는 새로운 LGBT 기념비는 증오와 

편협심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고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Stonewall Democrats의의의의 Eunic Ortiz 의장은의장은의장은의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랜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LGBTQ 커뮤니티가 슬프게도 증오에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 곳임을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끔찍한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평등을 위해 큰 발전을 

이뤄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리더들이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곳으로 우리들은 자랑스럽게도 그런 

주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평등 쟁취에서부터 트랜스젠더 뉴욕주민들을 위한 미국 최초의 

권리 및 보호 활동 그리고 성 전환 치료 행위 이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는 다양성, 포용성 및 존경심이라는 뉴욕주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항상 

투쟁해왔습니다. 현재 LGBT 기념위원회 설립과 함께 우리는 평등과 존경을 위한 투쟁에 

한 걸음 더 나서고 있습니다.”  

 

New York LGBT Community Center의의의의 Glennda Testone 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실무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은 LGBT 커뮤니티에 아주 기쁜 날입니다. LGBT 기념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주지사는 다시 한 번 불평등과 부당함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증명해보였습니다. 

LGBT 기념위원회는 미국에서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펴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역사적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명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투쟁에서 앞장 서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결혼평등에서 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주지사께서는 진정한 친구이자 대변인으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GMHC의의의의 CEO인인인인 Kelsey Loui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랜도 사건의 여파로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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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LGBT가 아직도 현실에서 겪고 있는 가혹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폭력에 

희생된 분들을 마침내 알아봐주신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 주로 우리의 트랜스젠더인 

유색인종 형제자매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끊임 없는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Pride 날만이 아닌 매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Hetrick-Martin Institute의의의의 최고책임자인최고책임자인최고책임자인최고책임자인 Thomas Kreve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1969년 이후로 뉴욕은 평등과의 투쟁에서 앞장서 활동하였습니다. 결혼평등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성 전환 치료 행위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는 LGBT 커뮤니티에 진정한 챔피언이자 친구였습니다. 새로운 LGBT 

기념비와 국가 기념비로 Stonewall을 지정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발전을 바탕으로 하며, 

뉴욕에 증오가 들어설 곳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주지사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자리 LGBTQ 젊은이에게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 커뮤니티와 도시 내에 제대로 된 공간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당함에 맞서 사랑으로 뭉쳤습니다.” 

 

NYC 반폭력반폭력반폭력반폭력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실무국장인실무국장인실무국장인실무국장인 Beverly Tiller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평등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계속 앞장 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평등 제정에서부터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보호 그리고 성 

전환 치료 행위 금지에 이르기까지 주지사는 하나의 동맹이요 옹호자일뿐만 아니라 

LGBTQ 커뮤니티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준 리더입니다. LGBT 기념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임명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기념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와 폭력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NYS 공원공원공원공원 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 역사역사역사역사 보존보존보존보존 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LGBT 커뮤니티의 유산의 중요성을 알아봐주시고 “자유로운 숨을 쉬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뉴욕주의 유산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노동부의노동부의노동부의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랜도 학살의 

충격과 상실감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LGBT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미국을 계속 이끌어나가고 있는 주이자 LGBT 운동의 발전에서 미국 최초의 기념비가 

들어서게 되는 곳에서 살면서 일한다는 것에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LGBT 커뮤니티를 늘 한결 같이 지지하신 분입니다. 저는 날마다 증오와 

부당함을 종식시키고 통일과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행정부의 일원이 된 것에 

매우 기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의의의 Howard Zemsky 사장사장사장사장, CEO 겸겸겸겸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30여년에 걸친 경륜을 가진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다양성과 포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Cuomo 

주지사의 “Open Doors” 캠페인을 홍보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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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더들은 다양성이 직장 내에서 생산성을 도모하고 향상시키는 반면 뛰어난 

재능은 포용의 환경에서 그 빛을 발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OTDA의의의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모든 뉴욕주민들의 다양성과 평등권을 도모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여주신 활동으로 

Cuomo 주지사와 함께 Pride Parade에서 행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는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는 데 앞장선 주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통을 지속하는 것이 주지사의 최우선사항이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공서비스공공서비스공공서비스공공서비스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의의의 Audrey Zibelman 의장은의장은의장은의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평등에서 뉴욕을 리드하고 이 

위대한 주에서 LGBT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을 크게 

향상시켜주었습니다.” 

 

RWDSU의의의의 Stuart Applebaum 사장은사장은사장은사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성 전환 치료 행위 

금지에서부터 결혼 평등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오랫동안 LGBT 커뮤니티에게 기회의 

횃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지속시키며 LGBT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주라는 유산을 높이 받들며 행진하였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모두를 위해 보다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199 SEIU Healthcare Workers의의의의 George Gresham 사장은사장은사장은사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랫동안, Cuomo 주지사는 LGBT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왔습니다. 오늘 

출범한 이 이니셔티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함과 평등함을 지켜주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결혼 평등 제정에서부터 트랜스젠더를 위한 미국 

최초의 보호 활동 그리고 성 전환 치료 행위 금지에 이르기까지 주지사는 평등권 

쟁취에서 앞장서신 분입니다.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주신 주지사에게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함과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고 싶습니다." 

 

미국교원연맹의미국교원연맹의미국교원연맹의미국교원연맹의 Randi Weingarten 위원장은위원장은위원장은위원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은 현대 LGBT 

권리 운동의 탄생지입니다. 이러한 운동과 진보 활동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혼 평등 제정에서부터 트랜스젠더를 위한 미국 최초의 보호 활동 그리고 성 전환 치료 

행위 금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주도 뉴욕만큼 모든 주민들을 위해 평등권과 평등한 

정의를 발전시키는 데 힘쓴 곳이 없습니다. 평등의 길을 빛나게 밝히고 분열과 증오의 

장벽을 부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그 밖의 뉴욕주민들이 쏟으신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출범한 이니셔티브는 편협성, 차별 및 폭력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전국교원연맹전국교원연맹전국교원연맹전국교원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의의의의 Michael Mulgrew 위원장은위원장은위원장은위원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두려움, 증오, 패패감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진하는 이유는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기리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단결되어 있고 더 회복력이 있게 살아나가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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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Parade에 참가해주신 Cuomo 주지사 및 다른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Moms Demand Action의의의의 Shannon Watts 설립자는설립자는설립자는설립자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결혼 평등을 

위해 싸워 이를 쟁취하는 것에서부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는 LGBT 커뮤니티를 위해 앞장서 싸웠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온갖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단호히 맞서 싸웠고, 총기 폭력이 LGBT 커뮤니티에 제기하는 위험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등과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 나서는 주지사와 함께 

퍼레이드에서 나란히 행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다양성은 뉴욕의 힘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MasterCard의의의의 CEO &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Ajaypal Singh 

Banga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뉴욕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다른 어느 곳에도 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Goldman Sachs의의의의 

Martin Chavez CIO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를 집처럼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곳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PepsiCo의의의의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Indra Nooyi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재임 기간 내내 LGBT 권리를 옹호하는 데 미국을 이끌어왔습니다. 

2011년, 뉴욕주는 역사적인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불평등 

중의 하나를 종식시킬 때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2015년, Cuomo 주지사는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주지사의 인권법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민관업체 사장, 주택 제공업체, 기업 및 채권자 및 기타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에서는 어디서든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트랜스젠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HIV/AIDS 

전염병 종식, 개탄스러운 성전환 치료 행위 금지, 보건 치료 및 보험 법규 강화를 시행한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의 모든 HIV 양성 

반응자들에게 비상 대피소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교통 및 영양지원 공급 대상 

자격이 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에 불법이었던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차별하였던 증오범죄법(Hate Crimes Act)의 역사적인 제정을 바탕으로 

뉴욕주가 모든 뉴욕주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활동 중 최근의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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