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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이점을 간과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ICYMI): CUOMO 주지사, 인권 보호 및 증오 

범죄 퇴치 조치 발표 

 

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할렘에 있는 Abyssinian Baptist Church를 방문하는 

동안, 뉴욕 주민들에게 단결해서 관용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는 

증오 범죄 신고 사건을 수사할 주 경찰 전담팀 창설,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주 인권 

법률의 확대 적용, 그리고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비상법률구조기금의 설치 등 뉴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오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발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주지사의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나라는 다양성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나, 하나의 

피부색이나 하나의 신조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의 합의에 

기초해서 세워졌으며, 그 합의는 많은 민족과 많은 문화에 의해서 합의되어왔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잠식시키고, 이 나라의 

토대를 공격합니다.” 

동영상 발췌본이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분열은 반드시 멈춰야만 하며, 뉴욕 주민들은 불의를 보고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뉴욕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되든, 성 차별, 인종 

차별 및 편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할 것입니다.” 

동영상 발췌본이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우리는 미국이 주는 파이를 공정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해답은 여러분의 이웃의 파이를 뺏기 위해서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싸우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모두를 위해서 미국의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동영상 발췌본이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ctions-protect-civil-rights-and-combat-hate-crimes
https://www.youtube.com/watch?v=1W8vzY3LrP0&feature=youtu.be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XSkhlYSs3N0NVQU1UQw
https://www.youtube.com/watch?v=_X9C460aJ8A&feature=youtu.be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XSkhSbEFGOFRMYnNUQw
https://www.youtube.com/watch?v=3_AWu1cFQU0&feature=youtu.be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XSkhSbEE1aVpWeHNUQw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믿으며, 이것이 바로 뉴욕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서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끈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며, 우리가 지역사회라 부르는 직물을 엮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지역사회에서 우리 중 하나가 잘되면, 우리 모두가 잘되고, 우리 중 하나가 못되면, 우리 

모두가 못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영상 발췌본이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뉴욕에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뉴욕은 항상 이 나라의 진보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 양심이었으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바로 서서 이 나라에게 미국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미국인들의 핵심적인 믿음은 우리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고, 서로 나뉘어질 수 없으며, 신의 은총을 받은 하나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동영상 발췌본이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뉴욕주는 여러 방식으로 미국적 이상을 구현합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험실입니다. 뉴욕은 세계인들을 환영하는 미국의 관문입니다. 세계인들이 처음으로 

여기에 내립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의 항구에 세워져 있고, 뉴욕 주민들이 그 성화를 

잡고 있으며, 그 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나야만 합니다.” 

동영상 발췌본이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주지사 발표문 전체 내용의 동영상이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주지사 발언의 오디오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행사의 사진은 주지사의 플리커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주지사 발언 전문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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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f5deuXNptE&feature=youtu.be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XSkhSbEFHa01LSk1UQw
https://youtu.be/wpQjC8GOoVk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XSkhSbEE1aWJ2WnRVag
https://youtu.be/J5x4itF9dqs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XSkhSbEFHa081aWNUQw
https://www.youtube.com/watch?v=TihkRalbBfE&feature=youtu.be
https://www.yousendit.com/download/cUJXSkhYQVNIcWRBSXRVag
https://soundcloud.com/nygovcuomo/governor-cuomo-delivers-remarks-at-abyssinian-baptist-church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72850200143
https://www.governor.ny.gov/news/remarks-delivered-governor-cuomo-calls-new-yorkers-unite-fight-tolerance-and-justice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