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트랜스 여성 선언문1)

줄리아 세라노
백소하 옮김

이 선언문은 온 세상 트랜스 여성을 향한 책임 전가 우롱 비인간화의 종식을 요청한다 이 , , . 
선언문의 목적을 위해, 트랜스 여성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지정되었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하거나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트랜스 여성 이라는 말에는 개인이 여성으로 패싱 할 / . “ ” “ ”
수 있는지 여부 호르몬 수치 성기의 상태를 근거로 자격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트랜스건 , , . (
아니건 어떤 여성을 그저 신체 부위로 환원하거나 외모에 관해 사회적으로 특정하게 지시된 ) , 
이상에 맞추어 살라고 어떤 여성에게 요구하는 건 어찌됐든 전적으로 성차별적이 때문이다.

어쩌면 트랜스 여성만큼이나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성소수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 
집단으로서 구조적으로 의학 및 심리학 체제에 의해 병리화되었고 미디어에 의해 선정적으, , 
로 다루어지고 조롱당했으며 주류 레즈비언 및 게이 조직에서 주변화되었으며 페미니스트 , , 
공동체 가운데 특정 부류에게 일축당한 데다가 우리가 어째선지 자기들의 남성성과 이성애를 , 
위협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의 손에 의해 너무도 자주 폭력을 경험해야만 했다 우리 자신의 목. 
숨에 영향을 주는 해당 문제들에 관해 스스로 말할 기회를 받기는커녕 트랜스 여성은 대신 , 
연구 주제에 가까운 취급을 당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자신의 현미경 아래 두었고 우리의 . , 
삶을 해부하며 젠더와 성애에 관한 자기 이론과 의제를 입증해줄 자극과 욕망을 우리에게 지, 
정하였다.

트랜스 여성은 너무도 많이 조롱과 혐오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원적 젠더에 기초한 수, 
많은 편견 즉 트랜스혐오 시스성차별주의 여성혐오 의 , (transphobia), (cissexism), (misogyny)
교차로에 특이하게도 놓여있기 때문이다.

트랜스혐오는 젠더화된 정체성 외모 행동이 사회구조적 규범과는 다른 이들을 향한 비합, , 
리적 공포 혐오 차별이다 동성애혐오적인 사람들이 대개 자기의 억압된 동성애적 기질에 따, , . 
라 움직이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트랜스혐오는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젠더 이상에 맞춰 사는 ,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의 표현이다 트랜스혐오가 우리 사회에 이리도 횡행한다는 사실은 우. 
리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관한 예상 제약 가정 특권 등에 전부 순응하라는 압력으로 개, , , 
인들을 기이할 정도로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트랜스혐오를 겪기는 하나 트랜스섹슈얼은 편견의 독특하기는 하나 연, ( ) 
관된 형태를 추가적으로 경험한다 이는 트랜스섹슈얼이 정체화한 젠더가 . 시스섹슈얼

즉 트랜스섹슈얼이 아니고 자신의 잠재의식과 신체적 성을 서로 연결된 것으로(cissexual; , , 
서만 경험한 이들 의 것보다 열등하다거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믿음) , 시스성차별주의다 시스. 
성차별주의가 표현되는 가장 흔한 방식은 트랜스섹슈얼에게서 자신이 정체화한 젠더와 관련된 
기본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명사를 고의적으로 틀리게 사용하거나 트랜스가 . , 

1) Julia Serano, "Trans Woman Manifesto", Whipping Girl (Berkeley, CA: Seal Press, 2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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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화장실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역시 흔한 방식이다 이러한 거부의 정당화는 대개 . 
트랜스의 젠더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진짜가 아닐 것이라는 가정에 기
초하고 있다 시스성차별주의자들은 이런 가정을 통해 인위적인 위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 
트랜스의 젠더가 가짜 라고 고집하면서 자기 자신의 젠더를 진짜 라거나 자연적 인 것으“ ” , “ ” “ ”
로 입증하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부정하기에 극도로 안일하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출생증명서 염색체 성기 생식 계통 아동기에 사회화된 방식 법적 , , , , , 
성별을 보지 않고도 매일같이 이들의 젠더를 가정한다 진짜 젠더 같은 건 없다 오직 우리, . “ ” . 
가 직접 경험하는 젠더와 다른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인지하는 젠더가 있을 뿐이다.

시스성차별주의 트랜스혐오 동성애혐오가 실생활에서는 대개 다르지만 이 셋은 모두 여성, , , 
과 남성이 엄격하고 상호배타적인 범주이며 각각 독특하고 겹치지 않는 특징 적성 능력 욕, , , 
망의 집합이라는 믿음 즉 , 대립적 성차별주의 에 기초하고 있다 대립적 (oppositional sexism) . 
성차별주의자들은 우리의 존재가 여남이 대립적 성별이라는 생각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 ” , 
가운데 젠더 및 성별 규범에서 벗어난 이들을 처벌하고 일축하려고 한다 양성애자 레즈비언. , , 
게이 트랜스섹슈얼 및 다른 트랜스젠더들 즉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매우 다른 방식으, , 
로 경험하는 이들을 사회 일반이 대개 혼동하거나 예를 들자면 퀴어같이 같은 범주로 묶어( ) 
버리는 건 이런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같은 성별에 끌리고 다른 성별로 정체화하며 그리고. , , 
혹은 보통 다른 성별과 관련되어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오/
늘날 우리 문화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적 젠더 위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계들을 흐린다.

남성 중심적 젠더 위계를 유지하는 데 대립적 성차별주의로 확립된 엄격하고 상호배타적 젠
더 범주 외에도 필요한 조건은 남성됨과 남성성이 여성됨과 여성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믿음, 
즉 전통적 성차별주의 를 강제하는 것이다 전통적 성차별주의와 대립적 (traditional sexism) . 
성차별주의는 남성적인 이들이 여성적인 이들을 지배하도록 남성으로 태어난 이들만이 진짜 , 
남성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휴하여 작동한다 이 선언문의 목적을 위해. , 여성
혐오 라는 단어 여성됨과 여성성을 일축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데 (misogyny)
쓰일 것이다.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우리가 트랜스젠더로서 얼마나 자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지내는지( , , 
에 따라 다른 정도로 트랜스혐오와 시스성차별주의를 겪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여성혐오를 ) , 
겪는 정도 또한 다르다 다양한 유형의 트랜스젠더들이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트랜스 여성 . , 
및 스펙트럼에 있는 다른 트랜스들을 골라내 관심을 보이고 조롱한다는 사실이 이 점을 MtF 
가장 명백히 드러낸다 이는 우리가 이원적 젠더 규범 자체를 넘어서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 , 
리가 필요에 의해 자신의 여성됨과 여성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다른 이들이 대. , 
개 선정적으로 다루고 성애화하고 경시하는 것은 우리의 여성성 표현과 여성이 되려는 우리의 
욕망이다 스펙트럼에 있는 트랜스들은 예컨대 대립적 성차별주의 같은 젠더 규범을 깬 . FtM ( ) 
것으로 인해 차별을 겪지만 이들의 남성됨 및 남성성 표현 자체는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그러려면 남성성 자체를 질문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

트랜스가 단순히 젠더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여성됨 및 여성성 표
현 때문에 조롱과 일축을 당할 때 이들은 특수한 차별 형태 즉 , , 트랜스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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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트랜스들을 우스갯거리로 삼아 만든 농담의 대부(trans-misogyny) . 
분이 드레스 입는 남성 이나 자기 음경을 자르려는 남성 에 초점을 맞출 때 이는 트랜스혐“ ” “ ” , 
오가 아니라 트랜스여성혐오이다 트랜스들을 향한 폭력과 성폭행의 대다수가 트랜스 여성을 . 
겨냥할 때 이는 트랜스혐오가 아니라 트랜스여성혐오이다, .2) 여성이 남성 복을 입는 건 괜찮 “ ”
지만 여성 복을 입는 남성은 의상도착증이라는 심리 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을 때 이는 트랜“ ” , 
스 혐오가 아니라 트랜스여성혐오다.3) 여성 단체나 레즈비언 단체 여성 행사나 레즈비언 행 , 
사가 트랜스 남성은 환영하지만 트랜스 여성에게는 그러지 않을 때 이는 트랜스혐오가 아니, 
라 트랜스여성혐오이다.4)

남성이 여성보다 낫고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남성 중심적 위계에서 인, 
지된 위협 가운데 트랜스 여성 즉 남성으로 태어나 남성 특권을 물려받은 이가 대신 여성이 , 
되겠다고 선택 하는 것보다 중대한 것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여성됨과 여성성을 받아들이면“ ” . 
서 소위 남성됨 및 남성성의 우월성이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의심의 여지를 열어둔다 우리, . 
가 남성 중심적 젠더 위계에 제기하는 위협을 덜기 위해 우리 문화는 우리를 일축하기 위해, 
전통적 성차별주의에 쟁여둔 모든 전술을 주로 미디어를 통해 사용한다( ) .

미디어는 우리의 여성성에 가정되는 분별없는 성격을 강조하고자 트랜스 여성1. “ ” 
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화장을 하고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은 사진을 덧붙이는 식, 
으로 아니면 트랜스 여성이 약하다거나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수동적이라거나 소심, , , , 
하다는 류의 열등하고 여성성에 관련된 성격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식으로, 
우리를 과잉여성화 한다(hyperfeminize) .

미디어는 대부분의 트랜스 여성이 성노동자거나 성적 기만자라는 인상을 만들어2. 
내고 우리가 주로 성적인 이유에서 예컨대 순진한 이성애자 남성을 등쳐먹거나 기이, (
한 성적 환상을 충족시키고자 트랜지션을 거친다고 주장하여 우리를 과잉성애화) , 

한다 이런 묘사는 트랜지션을 찾는 트랜스 여성의 동기를 경시할 (hypersexualize) . 
뿐 아니라 여성 전체가 성애화될 능력을 빼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암시한다, .

2) Viviane K. Namaste, Invisible Lives: The Erasure of Transsexual and Transgendered 
Peop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45, 215-216; Viviane Namaste, Sex 
Change, Social Change: Reflections on Identity, Institutions, and Imperialism (Toronto: 
Women’s Press, 2005), 92-93.

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 (DSM-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국역본 미국정신의학회 엮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Association, 2000), 574-575. [ : , ( 4『
판 이근후 옮김 하나의학사) , , , 1995.]』

4) Jacob Anderson-Minshall, “Michigan or Bust: Camp Trans Flourishes for Another Year,” 
San Francisco Bay Times 그리고 이 기사에 답하는 내 공개 서한 , August 3, 2006, 
(www.juliaserano.com/frustration.html 트랜스 여성에 대한 레즈비언의 태도가 어떻게 트랜스 남). 
성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는지 더 보려면, Michelle Tea, “Transmissions from 
Camp Trans,” The Believer, November 2003; Julia Serano, “On the Outside Looking In,” 
On the Outside Looking In: A Trans Woman’s Perspective on Feminism and the Exclusion 
of Trans Women from Lesbian and Women-Only Spaces (Oakland: Hot Tranny Action 
Press, 2005); Zachary I. Nataf, “Lesbians Talk Transgender,” The Transgender Reader, 

을 참고하라Susan Stryker and Stephen Whittle, eds. (New York: Routledge, 2006), 439-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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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대개 성기에 관해 논할 때 뒤따르는 신중함은 하나도 없이 성별 재지3. , 
정 수술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우리의 인공 질 을 공개적으로 논하면서 우리의 몸“ ”
을 대상화한다 나아가 우리의 음경을 과하게 강조하고 과장하 면서 트랜스 여성을 . , (
쉬메일 이나 고추 달린 년 으로 왜곡하 는 트래니“ ” “ ” ) 5) 포르노 제작자들에 의해서건 , 
아니면 남근중심주의에 제대로 세뇌되어 고작 음경의 존재가 우리 정체성의 우리 개, 
성의 우리 몸 나머지의 여성됨을 압도한다고 믿는 다른 이들이건 우리 가운데 수술, , 
을 받지 않은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체 부위로 환원된다.

반 트랜스 차별이 전통적 성차별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 활동가들이 예( ) , (反
를 들어 대립적 성차별주의 같은 이원적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 . 
리는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열등하고 여성됨이 남성됨보다 열등하다는 발상에도 도전해야 한
다 달리 말하자면 트랜스 운동은 본질적으로 페미니스트 운동일 필요가 있다. , .

어떤 이들은 이 주장을 논쟁적이라 여길 수도 있겠다 지난 세월 동안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 
주류 미디어가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전술의 대부분과 같은 것 과잉여성화 과잉성애화 우( , , 
리 몸의 대상화 에 대개 의존하면서 트랜스 및 특히 트랜스 여성을 일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 , 
력을 아끼지 않았다.6) 이 유사페미니스트 들은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pseudofeminist) “
일을 뭐든 할 수 있다 고 선언하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남성적 성향은 인지되는 ” , 
대로 조롱한다 이들은 여성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는 우리 트랜스 여성이 우리의 의견을 드러내면 우리가 남자들같이 군다고 말한다 이들, . 
은 여성이 부응할 기준과 기대를 남성이 만들 땐 여성혐오적이라고 주장하고는 우리를 자기, 
들의 여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이 유사페미니스트들은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을 “ ” . 
설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성차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

우리가 이 유사페미니스트들로부터 페미니즘 이라는 단어를 탈환할 때가 됐다 결국 하나“ ” . 

5) 역자주 트랜스젠더의 멸칭 가운데 하나로 주로 음경이 있는 트랜스 여성 포르노 배우를 지 ( ) tranny. , 
칭할 때 사용되는 어휘이다.

6) 페미니스트 반트랜스 정서의 개괄로는  Pat Califia, Sex Changes: The Politics of 
Transgenderism (San Francisco: Cleis Press, 1997), 86-119; Joanne Meyerowitz, How Sex 
Changed: A History of Transsexualit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258-262; Kay Brown, “20th Century Transgender History and Experience” 

그리고 (www.jenellerose.com/htmlpostings/20th_century_transgender.htm); Deborah 
Rudacille, The Riddle of Gender: Science, Activism, and Transgender Rights (New York: 

를 참고 트랜스여성혐오적 페미니스트 저술의 적절한 예시로는Pantheon Books, 2005), 151-174 . , 
Mary Daly, Gyn/Ecology: The Metaethics of Radical Feminism (Boston: Beacon Press, 
1990), 67-72; Andrea Dworkin, Woman Hating (New York: E. P. Dutton, 1974), 185-187; 
Margrit Eichler, The Double Standard: A Feminist Critique of Feminist Social Science 
(London: Croom Helm, 1980), 72-90; Germaine Greer, The Madwoman’s Underclothes: 
Essays and Occasional Writing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87), 189-191; 
Germaine Greer, The Whole Woman 국역본 저메인 그리 (New York: Alfred A. Knopf, 1999)[ : 
어 완전한 여성 박여진 옮김 텍스트, , , , 2017], 70-80; Sheila Jeffreys, 『 』 Beauty and Misogyny: 
Harmful Cultural Practices in the West 국역본 쉴라 제프리스 (New York: Routledge, 2005)[ : ,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혐오 유혜담 옮김 열다북스: , , , 2018], 46-66; Robin Morgan, 『 』 Going Too 

Far (New York: Random House, 1977), 170-188; Janice G. Raymond, The Transsexual 
Empire: The Making of the She-Male (Boston: Beacon Press, 1979); Gloria Steinem, “If the 

를 참고Shoe Doesn’t Fit, Change the Foot,” Ms., February 1977, 7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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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으로서 페미니즘은 민주주의 나 기독교 같은 개념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각, “ ” “ ” . 
자 중핵에는 주요 원리가 있지만 그러한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무한한 방식이 있는 듯 보인, 
다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나 기독교의 어떤 형태가 부패하고 위선적이지만 다른 형태는 더 옳. 
고 정당하듯이 우리 트랜스 여성은 모든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동맹에 참여해 새로운 유형의 , 
페미니즘 우리가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대립적 성차별주의와 전통적 성차별, 
주의를 모두 철폐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페미니즘을 벼려내야 한다.

페미니즘이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만 싸우는 거로는 이제 충분치 않다 이. 
런 전략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여성의 전망을 넓혀주었으나 이제는 부분적으로는 자기가 만, 
들어낸 유리 천장에 부딪힌다 이런 운동은 이전에 남성이 지배하는 삶의 영역에 여성이 들어. 
서도록 격려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적 특성을 드러내거나 보이고 전, 
통상 여성의 것이던 특정 영역에 들어서는 남성이라는 생각에 양가적이면 다행이었고 최악의 , 
경우 저항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 는 문장에 상식적인 사람 대부분. “ ”
이 동의할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공을 이전 페미니즘 운동에 돌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등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광년 떨어져 있다는 데 애통함
을 느낀다.

여성성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부추겨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하는 대
신 우리는 여성성 자체에 힘을 실어줄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여성성을 인위적 이라거, . “ ”
나 수행 이라고 일축하는 걸 멈추고 대신 사회화와 생물학적 성 모두를 초월하는 여성성 그“ ” , (
리고 마찬가지로 남성성 의 특정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없다면 여성적 소년이) . 
나 남성적 소녀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적 취약성이 약함의 징후라고 가정하는 . 
이들 모두에게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솔직히 주고받아서건 감정을 드러내서건 . 
우리의 마음을 터놓는다는 것은 침묵과 금욕이라는 우두머리 수컷의 가면보다도 용기와 내면
의 힘이 필요한 대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적으로 행동하고 옷을 입는 여성이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고집하는 이들 모두에게 도전해야 한다 여성적으로 옷을 입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 .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는 우리 자, . 
신의 몸을 탈환하고 우리 자신의 개성과 섹슈얼리티를 용감히 드러내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우리의 몸을 그저 노리개로 환원하려는 죄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여성적인 방식이 우리가 , 
남성에게 성적으로 복종한다는 신호라고 멍청하게 가정하는 이들에게 있다.

남성성이 힘과 권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세상에서 부치와 보이시한 이들은 이러한 , 
함축이 가진 상대적 안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찰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여성. 
적인 이들은 스스로를 자기 식으로 정의하고 자기만의 자존감을 발전시킬 것이 강요된다 우. 
리 가운데 여성적인 이들이 스스로를 고무해 자신에게 계속해서 투사되는 열등한 의미에서 벗
어나는 데는 배짱과 결의 그리고 용감함이 필요하다 여성성이 남성성보다도 맹렬하고 위험, . 
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평범한 남자에게 당신의 핸드백이나 꽃다발을 잠시 들어달, 
라고 하고 그가 이를 자기 몸으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놓는지를 보면 된다 아니면 그에게 당. 
신 립스틱을 발라주고 싶다고 하고 그가 반대편으로 얼마나 잽싸게 도망치는지를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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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이 존중받고 여성성이 일축되는 게 예삿일인 세상에서 여성적 자아를 받아들이는 일은 , 
여성의 몸을 했건 남성의 몸을 했건 누구에게나 어마어마한 힘과 자신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됨과 여성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여성과 . 
남성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행세 역시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젠더에 관한 모든 규칙과 . 
정형에 예외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이렇게 간단히 서술되는 사실은 여성과 남성, 
이 상호배타적인 범주라고 주장하는 젠더 이론을 전부 논파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반대. “
되는 성별이라는 시늉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이는 우리가 그런 미신을 믿음으로써 위험한 ” , 
선례를 확립하기 때문이다 남성이 크면 여성은 작을 것이고 남성이 강하면 여성은 약할 것. , 
이다 부치로 존재한다는 게 자신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이라면 펨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신. , 
을 유순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 남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배한다는 뜻이. 
라면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춰 산다는 뜻이 된다 여성과 남성이 , . 
반대 라는 발상을 우리가 믿게 되면 남성을 조롱하거나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고 우리가 “ ” ,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된다.

반대 성별이 있다는 발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문화적으로 유래되었고 여성성과 남성“ ” , 
성의 표현에 지정된 가치들을 놓아주어야만 우리는 마침내 성 평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 
다 대립적 성차별주의와 전통적 성차별주의를 동시에 맞섬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우리 가운. , 
데 퀴어한 이들 우리 가운데 여성적인 이들 우리 가운데 여성인 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 , 
들 수 있고 모든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