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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콜로라도 스프링스 총격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오늘부터 조기 게양  

  

트랜스젠더 기념일을 기념하여 주 랜드마크 점등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오늘부터 주정부 청사에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오늘 트랜스젠더 기념일을 기념하여 뉴욕주의 랜드마크에 

분홍색, 흰색, 하늘색 조명이 점등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의 무의미한 인명 손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총기 폭력과 차별로 인한 또 다른 비극입니다. 뉴욕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발상지이며,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평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증오 범죄를 예방하고 증오와 편협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경찰이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증오 범죄의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경찰의 테러 

대응 정보 부대(Counter Terrorism Intelligence Unit)는 뉴욕 전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증오 범죄의 대상을 

보호하고 국내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해 Hochul 주지사의 기록적인 자금 증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트랜스젠더 기념일을 기념하여, 조명이 점등될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issues-proclamation-celebrating-transgender-awareness-month-new-york-state&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42760ff9e184040beba08dacb2a9af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568109601961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9T4V20p9NHyUz26mjcjvMUd8xWThyHyv4gWQutZmJ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following-recent-threats-jewish-and-lgbtq-communities-governor-hochul-announces-new-york-state&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42760ff9e184040beba08dacb2a9af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568109601961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oOLSbZutmjcZcn7PPCLNev71X6A5azSAgtHysQ4g14%3D&reserved=0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 주 박람회장 - 메인 게이트 & 엑스포 센터(Main Gate & 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MTA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 펜 스테이션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at Penn Station)  

• 이리 운하 위 페어포트 리프트 브리지(Fairport Lift B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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