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스라엘 축하 퍼레이드(CELEBRATE ISRAEL PARADE)에서 연대를 

위해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발표  

  

Cuomo 주지사: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연대를 위한 의미에서 

입법 세션 종료 후, 이스라엘을 또 한 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대의 징표로서 

저의 유대인 동료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유대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아낍니다. 이들은 뉴욕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뉴욕 그 자체이며, 뉴욕에서 가장 멋진 일부이기도 합니다."  

  

Cuomo 주지사: "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신나치주의자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강렬히 

비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국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입니다."  

  

  

오늘 오전 이스라엘 축하 퍼레이드(Celebrate Israel Parade)에 참석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입법 세션 종료 후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연대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발언 오디오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다음은 주지사 연설 초록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가족이 있고, 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의 딸인 Michaela가 있습니다. 저의 딸인 Cara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행정 관료들이 있습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Howard Zemsky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Guillermo Linares도 

우리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인 Devorah Halberstam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강함을 위해, 오늘 기도합니다. Devorah씨는 이번 주에 

게시물 사건이 일어났던 유대인 어린이 박물관(Jewish Children's Museu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돌아온다." Devorah씨는 

반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사망한 그의 아들, Ari Halberstam을 기려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Dani Dayan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 Anna Kaplan 상원의원, 그리고 David 

Weprin 하원의원 Ben Kallos 시의회 의원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https://soundcloud.com/nygovcuomo/governor-cuomo-announces-solidarity-trip-to-israel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이 나라와 이 

뉴욕주에서 증가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면, 올해의 행사는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적절합니다. 미국에서 반유대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은 약 57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피츠버그 사원 공격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57 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반유대주의 공격은 뉴욕주에서 83 퍼센트 증가했고, 

업스테이트,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등 주 전역에서 83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Devorah Halberstam의 사건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미국 정치의 암적인 존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인 이유는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이 공격받게 놔둔다면, 

무슬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자들이 지난밤에 말한 

것을 반복하며 동성애자,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다른 일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혐오의 암세포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뉴욕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되 서로를 혐오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차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부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정치적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관용하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쟁하는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글자 단어가 사랑에서 

혐오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괴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공격은 Cuomo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대교를 믿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우리는 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저의 두 매형이자, 

저의 어머니의 사위이자, 제 딸들의 외삼촌인 Howard와 Ken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공격은 Cuomo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뉴욕의 모든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주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잘못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고 반미국적일 뿐 아니라,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을 최대한 시행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연대의 징표로서, 저는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입법 세션 종료 후, 

연대의 의미로 이스라엘을 또 한 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대의 징표로서 

저의 유대인 동료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유대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아낍니다. 이들은 

뉴욕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뉴욕 그 자체이며, 뉴욕에서 가장 멋진 일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는 제 가족에게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저는 주지사께서 뉴욕주 경찰에 유대인 박물관 사건 조사를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관점에서 이러한 반유대주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uomo 주지사: 우리는 주 전역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이해와 소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뉴욕주에서 83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신나치주의 단체는 22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한편, 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신나치주의자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강렬히 비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국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합니다. 이들의 공격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신나치주의 단체를 비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규탄해야 합니다.  

  

질문: 이러한 내용을 트럼프 타워(Trump's tower)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우연입니까?  

  

Cuomo 주지사: 우연입니다. 지적해주시기 전까지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질문: [들리지 않음] 프라이드(Pride) 깃발이 불타고—  

  

Cuomo 주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국에 퍼지고 있는 이것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왜 암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암은 몸에 있는 세포가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하얀 사람과 어두운 사람, 기독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 반유대주의, 

반성소수자들을 다른 날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일단 우리가 서로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미국과 우리의 정체성을 망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대인 뉴욕 주민인 Emma Lazarus는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George Washington은 로드 

아일랜드의 시나고그를 방문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로의 종교적 

성향을 비난해야 합니까? 이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주에서 이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행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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