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오늘 저녁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맞아 MARIO M. CUOMO 브리지에 주황색 불을 켤 것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기념해 오늘 6월 7일 금요일 저녁 Mario M. Cuomo 

브리지에 주황색 불을 밝힐 것을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이라는 무의미한 행동이 무서울 정도로 

주기적으로 일어는 가운데, 이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여 연방정부가 끝내 무언가를 

하도록 압박하는 일ㅇ. 뉴욕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도 함께 할 차례입니다. 저는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맞아 오늘 저녁 Mario M. Cuomo 브리지와 더불어 뉴욕주 

전역의 랜드마크에 밝힐 것을 지시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이라는 재앙은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해야만 합니다. 상원 민주 다수당은 상원 다수당에 의해 수년 간 계류되었던 

역사적인 총기 폭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총기 폭력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Peter Harckham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지를 주황색으로 밝혀주시고 

총기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Mario M. Cuomo 브리지를 주황색으로 밝혀서, 우리는 총기 폭력이라는 계속된 재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저는 뉴욕주 입법부가 이번 세션에 시민들의 수정 헌법 2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총기 안전 조치를 다수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David Carluc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브리지를 주황색으로 

밝혀 총기 폭력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기리고 총기 안전 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청해주신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록랜드에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할 뿐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사태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뉴욕 상원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만들기 위해 

총기 안전 법안 수 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총기 폭력이 없는 미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helley May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끔찍한 총기 폭력 사건에 대해 듣습니다. 우리는 희생당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총기 

안전을 위한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기 폭력 감소를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맞아 Mario M. Cuomo 브리지를 주황색으로 밝혀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아동가족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Children and Families)의 위원장인 

Ellen Jaff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총기 사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가족은 학교, 교회, 가정, 지역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맞아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뉴욕주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태를 근절해야 

합니다."  

  

James Skoufi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 많은 

지역사회가 우리나라의 총기 폭력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 

입법부의 일원으로 상식적인 총기 안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기리며 브리지를 주황색으로 

밝혀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모든 희생자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을 이 흉악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Kenneth Zebrowsk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총기 폭력이라는 무의미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 및 록랜드 카운티 

활동가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브리지를 주황색으로 밝히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한층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Tom Abinant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우리나라를 계속 좀먹고 있는 총기 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미국인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뉴욕은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미국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총기 인식을 위한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 for Gun Sense in 

America)의 뉴욕 지부의 자원봉사자인 June Rubi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브리지를 주황색으로 밝혀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과 웨어 오렌지(Wear Orange) 캠페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은 총기 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모든 미국인을 기리는 시간이며,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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