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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여러분의 행사에 관해 알려주시려면
다음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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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DAHO 위원회는 2005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만든
사람들이 설립했습니다. 5월 17일 경에 범세계적인 모임을 위하여
격려, 지원 및 문서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BIPHOBIA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범세계적 기념일입니다.

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날을 만들어
범세계적으로
행동하나요?

5월 17일에
관한
사실과 수치

전세계에서 적어도 81개 국가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전세계 인구의 40%(약 28억 명)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백만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끊임
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10개 국가에서 동성간 성행위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많은 수의 국가가 트랜스젠더 등 다른 성의
사람들의 진정한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트랜스젠더
등 다른 성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성별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중 다수의 나라에서는 생식기관을 제거해야만
그들의 진정한 성을 인정합니다.
성적 소수자들은 대중의 낙인, 경찰 폭력, 국가
억압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공격과 살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권리조차 매일
침해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70%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살아갑니다.

Detailsofall figuresandmoredataonwww.dayagainsthomophob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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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거한 1990년 5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제정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Intersex) 등 사회에서 소위 정상
규범이라고 일컫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경고하여 의사 결정권자, 미디어, 대중, 여론
주도층 및 지방 당국의 시선을 끌어내기 위해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5월 17일에 관한
여러 나라의
활동가들의 말
"거의 20개에 달하는 나라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EU를 비롯한 몇몇 국제기구가 이날을 공식
인정한다는 사실은 적대적인 맥락에 대항하여 우리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날, 우리의 반대자들은 우리와 대면하지 못하고,
수백만이나 되는 우리의 지지자와 친구, 범세계적
연대와 대면해야만 합니다."
ALBANIA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Bi)은 서로
다른 집단이 평화롭게 같은 의제 아래 함께 모여 각
집단의 가시화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5월 17일을 기념하여 전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연대 단체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의 활동, 행사 및 행동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보장을 지지합니다.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이날은 시의회부터 국회와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의 국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럽의 기관들과 많은 UN 산하의 기관들이 이날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정도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 날은 그걸 만들어내는

날입니다."

BRAZIL

"수많은 활동가들이 같은 날에 함께 행동했던 것에
관하여 말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기 확신을 놀라울
유일한 날입니다."
CAMBODIA

"그날은 중국의 LGBT 운동에 생기를 만들어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전세계 동시
참여 인원 및 자원 봉사 인원 인원 기록을
갱신하였고, 2013년에는 전세계에서 캠페인
메시지를 통해 최소 2억 명이 참여했습니다.

날입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을 가졌고,
5월 17일은 성적 소수자들의 가시화를 위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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