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및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을 맞아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 법안에 서명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패닉 방어에 대한 금지 조치는 폭력적인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법정에서 동성애 혐오 또는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한 방어 전략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2019년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요 요소를 통과시키겠다는 약속 완수 - 다음 

입법 심의회에서 대리모 합법화 캠페인 늘릴 것 맹세  

  

주지사, 이 문제를 강조하는 새 소셜 미디어 영상 발표  

  

여기에서 사진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금지하는 

법안(S3293/A2707)에 서명하여 뉴욕주에서 이 혐오스러운 정당방어 전략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주지사는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및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에 2019년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요 요소인 해당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다음 

입법 심의회에서 올해 의회가 해결하지 못한 대리모 합법화 캠페인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방어는 근본적으로 동성애 

및 성전환자 혐오의 법전화입니다. 또한 이는 뉴욕의 평등 및 포용 가치를 해칩니다. 이 

방어 전략은 모욕적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LGBTQ)를 공격해도 괜찮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주정부는 이런 유독한 법적 도구를 

역사 속으로 보낼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Islan Nettles의 어머니인 Delores Nettles가 나온 새 소셜 미디어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Islan은 2013년 할렘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성전환 여성입니다. 범인은 

법정에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MNwCV6JjK1A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09339372207
https://youtu.be/MNwCV6JjK1A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의 책임을 희생된 

성소수자의 실제 혹은 인지 가능한 성적 취향 혹은 성 정체성 탓으로 돌려, 

성소수자(LGBTQ)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더 적은 형량을 받고 

경우에 따라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다른 이의 

성별, 성 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을 인지 혹은 발견하여 공격한 후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현행 뉴욕주 법의 허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른바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금지함으로써 검사, 피고측 변호사, 배심원, 판사에게 피해자의 

성소수자(LGBTQ) 정체성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회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및 O'Donnell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스톤월(Stonewall) 50주년을 

기념하며 저는 이 중요한 법안을 제정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뉴욕이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더욱더 포용하는 평등한 곳이 되도록 주지사님과 

계속 함께 일할 것이 기대됩니다."  

  

Delores Nett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3년에 제 딸 Islan은 할렘에서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차별적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사용했습니다. 뉴욕이 

어떤 어머니도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 법을 금지한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전환자가 폭력 및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법안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오늘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램다 리걸(Lambda Legal) 공정한 법정 프로젝트(Fair Courts Project)의 Ethan Rice 

수석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성소수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금지하는 것은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예전에 

처리했어야 할 중요한 조치입니다. 뉴욕에서 성소수자(LGBTQ)는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 폭력의 책임을 성소수자(LGBTQ)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뉴욕 사법 체계에서 이런 '방어'는 설 곳이 없습니다. 램다 리걸(Lambda Legal)은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고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시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LGBT Community Center)의 Glennda Testone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혐오 

요소를 법적으로 없애며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 

통과, 주 내 전환 치료 금지를 이룬 후 Cuomo 주지사님은 성소수자(LGBTQ) 평등을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고 저희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뉴욕 법정 시스템에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방어를 없애고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렘 프라이드(Harlem Pride) 및 뉴욕시 흑인 및 라틴 성소수자 연합(Black and Latino 

LGBTQ Coaliti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 가능한 성적 취향 또는 

성별을 폭행에 대한 방어로 사용하는 것은 혐오스러우며, 뉴욕주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이 낡은 관행을 유지하는 법적 허점을 

없애기 위해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Guillermo Chacon 에이즈 라틴 위원회(Latino Commission on AIDS) 사장 겸 

히스패닉 헬스 네트워크(Hispanic Health Network)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소수자 프라이드(LGBT Pride)와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뉴욕에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법안이 제정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되고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혐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이상 오래된 허점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보호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Rod Townsend 지역사회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은 절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오늘 

1급 살인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법의 허점을 없애셨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길 기대하며, 저희는 모든 성소수자(LGBTQ) 대상 폭력 

사건에서 이렇게 끔찍한 '피해자 탓'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더욱더 제한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뉴욕 성전환자 지지 그룹(New York Transgender Advocacy Group)의 Amanda 

Babine 정책 및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는 성소수자(LGBTQI) 지역사회에 특히 저희 성전환자, 성별 비순응자, 제3의 

성 가족들에게 큰 승리였습니다. 올해에만 바로 여기 뉴욕에서 10명의 성 전환 유색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여기 뉴욕주에서 

성전환자(LGBTQI) 지역사회를 계속해서 지지하시므로 뉴욕 성전환자 지지 그룹(New 

York Transgender Advocacy Group)은 주지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록랜드 카운티 프라이드 센터(Rockland County Pride Center)의 Brooke Malloy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혐오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뉴욕은 사랑과 

포용의 주이며 모든 사람의 평등을 굳게 믿습니다.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특히 실제 또는 인지 가능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을 기반으로 저지른 

범죄의 법적 방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역겹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법을 없애주시고 항상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애디론댁 노스 컨트리 성별 동맹(Adirondack North Country Gender Alliance)의 Kelly 

Metzgar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모든 이가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포용적, 진보적 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없애셨고 계속해서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두가 뉴욕주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애디론댁 노스 컨트리 

거주민을 대신하여 이 아름다운 주에 사는 모든 이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끈질기게 

일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MOCHA 센터 로체스터(MOCHA Center Rochester)의 Christopher Goodwin 감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OCHA 센터(MOCHA Center)와 트릴리엄 헬스(Trillium Health)는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진보적인 

조치를 취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주지사님의 활동 덕분에, 우리 사법 

체계에서 혐오에 기반한 위험한 허점이 사라졌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존중받고 변호되는 삶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것을 알고 더욱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허드슨 밸리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Hudson Valley LGBTQ Community Center)의 

Jeff Rindler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법 체계 개정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의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혐오 범죄의 방어에 더 이상 이 혐오스러운 핑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폭력 피해율이 높은 성전환 유색 여성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책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신 Cuomo 주지사님, 

모든 지지자,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Kelsey Louie GMHC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월(Stonewall) 항쟁은 

뉴욕시에서 시작했으며 그것은 혐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뉴욕은 성소수자(LGBTQ) 평등의 모델이며 나머지 

지역이 따라야 하는 국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지 가능한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을 근거로 동성애자 및 성전환 뉴욕 주민을 살해하게 허락했던 허점을 없애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혐오의 희생자인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을 위해 정의를 보장합니다."  

  

Kristen Prata Browde 그레이터 뉴욕 성소수자 변호사협회(LGBT Bar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의 이사회장 겸 전국 성전환 변호사협회(National Trans Bar 

Association)의 공동 이사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 패닉 방어 금지는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의 평등에 있어 큰 진보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살인한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피하도록 



 

 

허락한 부조리를 인식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주지사님께서는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이 세계와 모든 성소수자(LGBTQ)의 지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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