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합법화 10년이
미국 공립학교에 끼친 영향

메사추세츠 주 한 공립 고등학교에 붙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홍보 포스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지 꼭 10년째인 메사추세츠 주에는 어떤 변화
들이 있었는가? 동성애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은 극히 개인적
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들
의 이런 주장들이 점점 더 많은 미국 시민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
데 그것은 동성결혼 뿐 아니라 결혼 자체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실이며 현실이라는 것이다. 결혼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인류를 다음세대로 이어주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맺는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첫 번째 기관
이다. 그래서 결혼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있는 미
국에서는 결혼한 부부와 가정들에게는 더 특별한 혜택들을 부부들에게만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이다. 
200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고 2004년부터 그 
법이 시행되면서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지금 가정폭력의 증가와 그로 인
한 주정부 자금부족 문제 등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1. 공립학교 친 동성애로 변화
   동성결혼이 메사추세츠 주에서 2004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공립학교 시스템이었으며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곧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었다.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 되자마자 수개월 안에 학교들마다 동성
애자/게이의 날을 만들고 그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며 학교마다 동성애 
행위와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해 보는 행사도 갖으며 
그들의 삶 자체를 동경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학교 프로그램들
과 수업내용들이 급속히 늘어났다.(참고영상: 뉴욕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현장)
   교과서 또한 친 동성애 내용들로 바뀌었으며 영어 수업시간에 따로 
읽는 책 내용들까지도 동성결혼이 사회에서 극히 정상적일뿐 아니라 동
성애자들을 미국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
는 불쌍하고 시민의 권리를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소수 사람들
처럼 묘사되어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정상적이라는 교육이 급속
히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남녀학생끼리 서로 옷을 갈아입고 다
른 성정체성을 갖은 사람처럼 연기해보는 것들이 학교 수업에서 격려되
고 학교 프로그램 자체에 친동성애/친성전환자 프로그램이 급속히 늘어
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각 학교에 동성애 단체



들에게만 특별히 주는 후원금이 있으므로 각 학교들마다 동성애와 성전
환자 프로그램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게 된 샘이다.
   공립학교의 이런 강력한 친동성애 교육으로 인해서 메사추세츠 주의 
수많은 학생들은 스스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라고 자신의 성정체성
에 대하여 밝힌 사실을 Massachusetts Youth Risk Behavior 설문조사
가 잘 보여주고 있다.1) 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경험을 했다는 학생들이 동성애 교육이 
있기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도서실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에 대해 오로지 긍정적이고 왜곡된 책들로 가득 채워 넣기 시작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런 책들 중 많은 책들이 동성애 성행위를 그림이나 글 
내용으로 보여주는데 거의 포르노 수준으로 만들어놔서 어린아이들과 학
생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실
행해보고 싶게끔 하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2004년 메사추세츠 주 부르클린 중학교의 8학년 선생이 미주 공영 
라디오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게이와 레즈비언들
이 사용하는 섹스 장난감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
은 이런 섹스 장난감을 사용하여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의논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2. 학부모의 권리까지 박탈
   2005년 렉싱톤에 있는 유치원에서는 그림책에 ‘누가 가족인가?’2)라는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해 혼돈스럽게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된 학
부모가 학교에 조용히 자기 자녀는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
는다고 이야기했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3)

   2006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왕과 왕’이라고 남자 왕이 또 다른 나라의 
남자 왕을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읽게 한 
것을 알게 된 몇몇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한 부부가 학교에 항의를 했으
나 학교 측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학부
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뉴톤이라는 도시에 있  
  는 3학년 반에는 여성의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학생들  
  에게 성전환자나 동성애 등 달  
  라 보이는 가정들도 극히 정상  
  적인 가정이고 부부라고 가르  
  쳤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가   
  학교에 불평하자 학교에서는   
  학교로서 가르칠 것을 가르쳤  

     초등학교 교과서 ‘왕과 왕’ 이야기 삽화       기에 잘못 된 것이 없다고 대답
했다. 이밖에도 학부모들이 법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소송하였었지만 모두 묵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결국 2007년에는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해
서 학부모가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즉 연방
정부 법정에서는 단지 메사추세츠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이유로 각 
개인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까지 없다고 
법적인 결론을 내버린 격이 된 것이다.4)

   이외에도 특별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결혼 한 사람들 사이의 
가정폭력이 늘어가는 등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공립학교
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려드린다.(*) by tvnext-josh, 2014.1.25. By 새라 김 사모 – 
설립자, 공동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한인대표 – Christian Coalition for 
California  출처 / http://tvnext.org/2014/01/effects-of-ssm-1/
* Mass Resistance의 글과 영상을 참조하였습니다. 
http://www.massresistance.org/docs/marriage/effects_of_ssm_2012/index.html
End notes:
1) Massachusetts Youth Risk Behavior 설문조사: 
   http://www.massresistance.org/docs/a8a/surveys/youth_survey_2005.html
2) 누가 가족인가: http://www.massresistance.org/docs/parker/diversity_book.html
3) 감옥까지 가게 되는 상황: http://www.massresistance.org/docs/parker/main.html
4) 각 개인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까지 없다고 법적인 결론:  
   http://www.massresistance.org/docs/parker_lawsuit/motion_to_dismiss_2007/
   order_to_dismis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