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프라이드 위크(PRIDE WEEK)를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다채로운 

빛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 거버너 마리오 M. 쿠오모 교량(Gov. Mario M. Cuomo Bridge), 

코지우스코 교량(Kosciuszko Bridge), 뉴욕주 박람회 메인 게이트를 밝힐 것  

  

뉴욕주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목요일 및 금요일에는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 

색상으로, 주말 동안에는 성적 소수자(LGBTQ) 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색상으로 빛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프라이드 위크(Pride Week, 퀴어 퍼레이드 주간)와 

성적 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기념하기 위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의 첨탑, 거버너 마리오 M. 쿠오모 브리지(Gov. Mario M. Cuomo Bridge),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알프레드 E. 스미스 빌딩(Alfted E. Smith 

Building), 뉴욕주 박람회 메인 게이트(State Fair Main Gate) 등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의 랜드마크에 불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랜드마크는 오늘과 6월 

22일 내일, 트랜스젠더 행동의 날(Trans Day of Action)을 기념하고자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 색으로 빛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23일 토요일과 6월 24일 

일요일에는, 뉴욕주 프라이드 위크를 기념하기 위해 무지개 깃발 색상으로 빛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성적 소수자(LGBTQ)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순간이 태동한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뉴욕주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랜드마크를 빛으로 수놓아 뉴욕주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성적 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권리를 

발전시키고 보호는 데 있어 국가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1년, 주지사는 

역사적인 동성 결혼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켜 뉴욕주에서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회의 가장 큰 불평등 중 하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15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전환자들이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공고히 하는 법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등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17년에 주지사는 증오범죄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을 구성하고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직통 전화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이나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의 불임 치료를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최초로 뉴욕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동성애자인 Paul Feinman 판사를 공개 지명하였습니다.  

  

이번주 초,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의 포용성과 공정한 대표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다양성 책임자실(Office of the Chief Diversity Officer)을 지원할 최초의 뉴욕주 

성소수자 펠로우십(New York State LGBTQ Fellowship)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초 

펠로우십의 명칭은 Marsha P. Johnson, Sylvia Rivera, Edie Windsor가 평등권 

투쟁에서 거둔 획기적 성과를 인정하여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됩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내년 행사에 앞서 뉴욕 성적 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2019 월드 프라이드 홍보대사 대회(2019 World Pride Ambassadors 

Competition)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Cuomo 주지사는 대법원에서 연방결혼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하는 데 

성공한 성적 소수자(LGBTQ) 권리 운동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며, 6월 20일을 뉴욕주 

Edie Windsor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어제는 Edie Windsor의 8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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