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오늘 저녁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나타내기 위해 뉴욕주 전역 상징적 건물 및 구조물에 주황색 불을
켤 것 지시

뉴욕, 전국에 합류하여 6월을 총기 폭력 인식의 달로 인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 총기 폭력 인식의 달(Gun Violence Awareness Month), 웨어
오렌지 주간(Wear Orange Weekend)의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 6월 7일 금요일 저녁 주
전역 상징적 건물 및 구조물에 주황색 불을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총기 폭력이 무섭게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전례 없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미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일부 총기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방 정부가 따라와야 합니다. 저는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 저녁 주 전역 랜드마크에 주황색 불을
켤 것을 지시합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총기 폭력의 비극은 뉴욕주와 우리나라 전역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부는 의미 있는 총기 안전법과 인식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확산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주 전역 랜드마크의 불빛은 주정부의 상식적인 총기 안전 활동 지원을 잘
나타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6월을 총기 폭력 인식의 달(Gun Violence Awareness
Month)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총기 안전 활동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총기 폭력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기를 바랍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 동료들과 저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개혁을 나서서 말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
없는 총기 사용의 대가로 생기는 무의미한 비극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총기
폭력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기리며 뉴욕 법이 뉴욕 주민의 삶과 안전을 우선으로 삼도록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다시 확인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 주 전역을 돌며 지지했던
붉은 깃발법(Red Flag Bill)을 비롯하여 상식적인 총기 안전 개혁을 통과시키는 길을
자랑스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총기 폭력의 현실을 외면할 때 주정부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그리고 매달 우리는
희생자를 기억하고 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연방 정부가 뉴욕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녁 주황 불을 켤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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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uiszko Bridge)
태리타운(Tarrytown) 및 나이액(Nyack) 사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지나가는 마리오 엠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올버니 Alfred E. Smith 주지사 주정부 사무실(Governor Alfred E. Smith
State Office Building), 주 교육 건물(State Education Building),
뉴욕주립대학교 행정 건물(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dministration
building)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 버펄로 주립대학(Buffalo State) 록웰
홀(Rockwell Hall), 브록포트 칼리지(College at Brockport) 하트웰
홀(Hartwell Hall), 제퍼슨 커뮤니티 칼리지(Jefferson Community College)
협력 교육 센터(Collaborative Learning Center), 시러큐스 업스테이트 의과
대학(Upstate Medical University) 아동 병원(Children's Hospital),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코틀랜드(Cortland) 및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 도서관(Library Tower) 입구
시러큐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입구 및
전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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