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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성소수자(LGBT) 공동체를 추모하는 추모비 디자인 공개

뉴욕시 그리니치 빌리지 소재 추모비 예술가로 선정된 Anthony Goicolea 씨 -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디자인
성소수자 추모위원회(LGBT Memorial Commission)의 권유 및 검토 과정의 정점이 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공동체, 2016 년 6 월 올랜도 소재 펄스 나이트클럽(Pulse nightclub)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 증오, 편협성, 폭력 등의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뉴욕의 공식 추모비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Anthony Goicolea 씨가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의
그리니치 빌리지 서쪽 가장자리에 자리잡게 될 이 추모비의 예술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풍경과 하나가 되어 시대를
초월하는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추모비은 뉴욕 주민들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톤월(Stonewall)
항거에서 결혼 평등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항상 정의를 위한 불빛이 되어 왔습니다.
성소주자(LGBT)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포기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추모비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서 있을 것입니다.”
2016 년 6 월 12 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 공동체와 올랜도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새로운 추모비를 디자인하고 만들기 위한 사명을 완수할 성소수자 추모위원회(LGBT
Memorial Commission)를 설립하고자 제 158 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58)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6 년 10 월에 제안 요청서를 공표했으며 제출된 모든 제안은
주제의 해석과 명확성, 묘사된 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예술적 구성의 질, 현장 적합성,

기타 구성 요소 등을 통해 심사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반영하는 디자인은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의 기존 속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유와 숙고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공동의 환경 속에서
단결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추모비는 아홉 개의 다듬어진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일부는 주위의 잔디와 근처의 물체에 의해 미묘한 무지개 패턴을 만들기 위한 프리즘
역할을 하는 내화 구성 요소를 갖춘 투명한 적층 구조의 붕규산 유리로 이등분되어
있습니다.
Anthony Goicole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성소수자
추모위원회(LGBT Memorial Commission)와 함께 성소수자(LGBT)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면서 증오, 폭력, 편협성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모비는 방문자들이 앉아서 애도하고 사랑을 전하며
앞으로 수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빛, 색상, 희망 등으로 가득 찬 공동 공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님과 행정부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랜도 성소수자 공동체 센터(LGBT Community Center Orlando)의 Terry DeCarl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펄스 비극(Pulse tragedy) 직후인 지난 6 월에 이
추모비에 대해 주지사님이 발표하실 때 Cuomo 주지사님 옆에 서 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지사님께서 오늘 이 추모비의 디자이너로 Anthony Goicolea 씨를
발표하신 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가 이곳 올랜도에서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모비의
완공을 기념하는 장에 여러분과 모든 뉴욕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1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Alphonso David 주지사
고문이 감독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소수자 추모위원회(LGBT Memorial
Commission)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Scott P. Campbell, 엘튼 존 에이즈 재단 전무이사;
Rose Harvey, 공원, 뉴욕주 여가 및 사적 보전 사무국(NYS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커미셔너;
Cristina Herrera, Translatina Network 설립자 겸 CEO;
Thomas Krever, Hetrick-Martin Institute 최고 경영자;
Kelsey Louie, Gay Men’s Health Crisis 전무이사;
Eunic Ortiz, Stonewall Democrats 회장;
Christine Quinn, 비영리단체인 여성과 요구(Women and Need)의 CEO 겸 결혼
평등 옹호자
Melissa Sklarz, Transgender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의 디렉터;

•
•

Beverly Tillery, NYC Anti-Violence Project 전무이사;
Glennda Testone, New York LGBT Community Center 전무이사.

이 위원회는 설립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1 년에 뉴욕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중 하나를 종식시킬 시점이라는 메세지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2015 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전환자들이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법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초 Cuomo 주지사는 Paul Feinman 씨를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배석판사로 임명했으며 이번 주에 그의 임명이
확정됨에 따라 게이임을 밝힌 후 이 법원에서 재직하게 되는 최초의 동성애자 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전염을 박멸하고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비참한 성전향 심리치료인 전환 요법(conversion
therapy) 시행을 금지하며 성전환자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와 보험
규정을 강화하는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시의 모든 후천성 면역 결핍 양성(HIV-Positive) 환자들이 이제 응급 피난처
지원(Emergency Shelter Assistance)을 상당히 확대하여 주거, 교통, 영양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에 근거를 둔 차별은
위법이라는 2000 년의 증오 범죄법(Hate Crimes Act)의 역사적인 제정을 바탕으로
차별로부터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가 취해 온 일련의 조치 중 최신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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