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에디 윈저의 날(EDIE WINDSOR DAY) 선언  

  

주지사, 성적 소수자(LGBTQ)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 간의 결혼(Marriage Equality)을 

위한 투쟁을 이끈 공헌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생일인 6월 20일을 기념일로 선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언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LGBTQ) 공동체를 위한 

평등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그녀의 유산과 동성 간의 결혼(Marriage Equality)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선 공헌을 기리기 위해, 6월 20일을 뉴욕주에서 에디 윈저의 날(Edie 

Windsor Day)로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Edie의 89 번째 생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die는 역사를 발전시키고 사랑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상징적인 뉴욕 주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을 에디 윈저의 

날(Edie Windsor Day)로 선언하는 것은 역경에 직면하여 그 역경을 힘과 인내, 신념으로 

극복한 진정한 뉴욕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 선언문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언문  

  

모든 뉴욕 주민이 평등과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 리더십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통해 뉴욕 주민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은, 성적 소수자(LGBTQ) 

운동의 개척자이자 상징인 Edie Windsor 의 삶과 유산을 기리는 데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인생 내내, 초기 메인 프레임 컴퓨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Edie가 

아이비엠(IBM)의 수석 시스템 프로그래머의 최고 기술 직책을 수행하면서, 뉴욕과 미국 

전 지역의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를 위해 강력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개인적인 추진력으로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dieWindsorDay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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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Marriage 

Equality)을 위한 길을 여는 운동의 분수령이 된 미합중국 대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의 재판에서 역사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보여 준 Edie의 힘과 인내, 신념이 그녀를 모든 뉴욕 주민의 

영웅으로 만들었으며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영감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 6월 20일이 Edie의 89 번째 생일이며, 모든 뉴욕 주민이 Edie의 위대한 

인생과 획기적인 리더십의 유산, 그리고 모든 곳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 기여한 그녀의 

지속적인 공헌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Andrew M. Cuomo, 본인은 뉴욕주 지사로서 이에 따라 2018년 

6월 20일을 다음과 같이  

  

에디 윈저의 날(Edie Windsor Day)로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우리의 위대한 주와 국가에 기여한 그녀의 획기적인 업적과 잊을 수 

없는 공헌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선언합니다.  

  

            이천십팔년 유월 십육일,  

  

올버니 시의 뉴욕주의회 의사당에서  

  

        뉴욕주 관인과 함께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Melissa DeRo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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