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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청이경찰청이경찰청이경찰청이 가족가족가족가족 계획계획계획계획 클리닉에클리닉에클리닉에클리닉에 나타나는나타나는나타나는나타나는 횟수가횟수가횟수가횟수가 증가했다고증가했다고증가했다고증가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뉴욕주의 가족 계획 사이트에서 새로운 보안 

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경찰청은 금요일에 뉴욕주 전역에 있는 가족 

계획 기관의 순찰을 증대하기 시작했으며, 월요일에 60여개의 가족 계획 클리닉과 

기관을 방문하여 보안과 비상 계획 조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 가족 계획 클리닉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우리에게 충격과 비통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이 끔찍한 공격으로 이어진 

사항에 대해 아직도 조사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비극이 우리 주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청은 월요일에 뉴욕에 있는 클리닉을 순찰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가족 계획 전담 요원과 현지 파트너들과 긴밀히 헙력하여 

뉴욕주에서 건강 센터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요일 공격 사건에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들과 이 끔찍한 비극 사건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 위로와 기도를 보냅니다.” 

 

FPA &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PPA(Family Planning Advocates and Planned Parenthood 

Advocates of New York State)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Lauren Tobia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친구들, 부상 당힌 분들, 용기와 프로정신을 갖고 이 비극을 헤쳐내신 용감한 법단속기관 

및 가족 계획 직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계획 기관을 일부러 타겟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총기 소지자의 사건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에 보건기관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의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은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경계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 사무실, 현지 법 집행 

및 가족 계획 계열 기관들과 협력하여 뉴욕의 보건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우수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뉴욕주 경찰청은 뉴욕주의 가족 계획 클리닉 직원들과 함께 보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뉴욕주 경철청도 현지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클리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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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순찰을 늘릴 것입니다. 

 

뉴욕주의 클리닉은 일요일에는 휴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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