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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위탁 양육 및 입양 기관이 성소수자 가족을 차별하도록 연방 정부가 

제안한 규칙에 뉴욕이 반대한다고 발표 

  

여섯 개 뉴욕주 기관은 제안된 규칙에 반대하는 공식 논평을 제출 

  

제안된 규칙은 뉴욕주가 계속 시행할 뉴욕의 기존 차별 방지 법률과 모순되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정부가 제안한 규칙 변경에 반대하여 위탁 양육 

및 입양 기관이 아동을 맡길 때 성소수자 가정을 차별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제안한 규칙은 연방 기금을 받는 프로그램이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지원, 가정 폭력 

지원, 모성 및 유아 건강 보장, 노인 직업 훈련,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어린이를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NYSOFA)의 

여섯 개 기관이 제안된 규칙 변경에 반대하는 공식 논평을 제출했습니다. 이 논평에서 

기관들은 연방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뉴욕주는 개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 

또는 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범주에 따른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지난 11월에 연방 정부가 이러한 

차별적 규칙을 제정한다면 뉴욕주는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차별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정부의 성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무정하고 혐오스러운 

제안입니다. 뉴욕은 성소수자 미국인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위탁 양육 및 입양 기관에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을 거절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안된 규칙에 반대합니다."  

  

2016년에 연방 정부는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로부터 기금을 받는 단체들이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지 

https://www.ocfs.ny.gov/main/news/2019/NYS-84-FR-63831-comm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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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금하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9일에 

보건복지부(HHS)는 이러한 차별 방지 요구 사항을 롤백하는 제안된 규칙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된 규칙은 또한 보건복지부(HHS) 피수여자 또는 하위 피수여자가 

동성 결혼의 유효성을 인식하는 요구 사항을 없앨 것입니다. 제안된 규칙은 뉴욕주의 

차별 방지 법률과 일치하지 않으며, 보조금 수령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중요한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고 공적 자금이 지원하는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뉴욕주의 

해당되는 모든 관련 차별 방지 법률 및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커미셔너 Sheila J. 

Pool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성소수자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차별을 

허용할 것이며,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 영속성 및 복지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이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입양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양육하는 가정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된 모든 

가정을 환영합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커미셔너 Angela F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수백만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터무니없는 시대 역행적 내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성소수자 뉴욕 주민들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은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따라 차별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안된 규칙은 우리나라가 힘들게 

얻은 시민권 법률을 직접 겨냥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뉴욕의 강력한 노력을 

훼손합니다. 이 제안은 채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뉴욕주의 건강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저렴한 주택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소수자 지역사회의 많은 일원은 

주택 불안정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년간의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동은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이며 뉴욕 법에 위배됩니다."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Kelli Owens 전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OPDV)은 모든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차별으로 피해를 입거나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원을 거부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 제안 규칙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Howard Zucker 보건부(Health)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가정을 위탁 

양육이나 입양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순히 편협함에 근거한 차별입니다. 이 규칙은 또한 



 

 

주 전역에 걸친 중요한 공중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러한 기관들에 합류하여 추가적인 차별적 관행의 

여지만 남길 이 무자비한 연방 제안을 규탄합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해를 주는 규칙은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성소수자 노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차별적인 개인의 신념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혜택을 볼 즉각적인 성인과 아이들의 요구보다 위에 둠으로써 이미 제한된 

자원봉사 자원을 줄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된 규칙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을 

선도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자라나서 늙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통합적이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의 행동은 Cuomo 주지사의 성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일련의 공격에 

대응하는 최신 행동입니다. 지난 9월에,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제안한 규칙 변경에 대한 

반대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연방 계약자의 "종교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기반한 차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8월에, 주지사는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에 대한 차별 보호를 

훼손하고 건강 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비차별 보호를 준수해야 하는 보험 

유형을 제한할 연방 정부의 제안에 대한 다중 기관 반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주지사는 형사 소송에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월에 Cuomo 주지사는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한 고용주, 교육 

기관, 집주인, 채권자 및 기타 개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인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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