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와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에 성소수자 프라이드(LGBT PRIDE)를 기념하기 위한 

점등 지시 

  

6월 23일 오늘, 트랜스젠더 행동의 날(Trans Day of Action)을 위한 트랜스젠더 

깃발(Transgender Flag)의 색상으로 점등될 상징적인 랜드마크들, 6월 24일 토요일과 

6월 25일 일요일에는 프라이드 깃발(Pride Flag)의 색상으로 점등 

  

6월 25일 일요일 장관을 이루게 될 코지우스코 레인보우 라이트쇼(Kosciuszko 

Rainbow Lightshow)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LGBT) 프라이드를 기념하기 위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및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첨탑의 점등을 지시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랜드마크들은 오늘 6월 23일에는 트랜스젠더 행동의 날(Trans Day of Action)을 위한 

트랜스젠더 깃발(transgender flag)의 색상으로, 6월 24일 토요일에는 프라이드 

깃발(pride flag)의 색상으로 점등될 것입니다. 6월 25일 일요일 또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는 프라이드 깃발(pride flag)의 색상으로 점등될 것이며 

프라이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에서는 여러 

색상의 LED 조명 쇼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월(Stonewall) 항거에서부터 결혼 평등에 

이르기까지 트랜스젠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심리치료인 전환 요법(conversion therapy)을 금지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한 

뉴욕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의 인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앞장서며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등과 상관없이 

박해와 편견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 나서서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그 자부심을 기리고 위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와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를 점등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뉴욕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중 하나를 종식시킬 시점이라는 메세지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2015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전환자들이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법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초 Cuomo 주지사는 Paul Feinman 씨를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배석판사로 임명했으며 이번 주에 그의 임명이 

확정됨에 따라 게이임을 밝힌 후 이 법원에서 재직하게 되는 최초의 동성애자 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전염을 박멸하고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비참한 성전향 심리치료인 전환 요법(conversion 

therapy) 시행을 금지하며 성전환자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와 보험 

규정을 강화하는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시의 모든 후천성 면역 결핍 양성(HIV-Positive) 환자들이 이제 응급 피난처 

지원(Emergency Shelter Assistance)을 상당히 확대하여 주거, 교통, 영양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에 근거를 둔 차별은 

위법이라는 2000년의 증오 범죄법(Hate Crimes Act)의 역사적인 제정을 바탕으로 

차별로부터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가 취해 온 일련의 조치 중 최신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시 프라이드(NYC Pride)의 Chris Frederick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시 전체 교량의 점등에 대해 Andrew M.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량들이 우리의 5 곳의 다양한 자치구를 연결하는 것처럼 뉴욕시 

프라이드(NYC Pride)도 우리의 다양한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LGBTQ)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량들을 우리의 프라이드 

깃발(Pride Flag) 색상으로 점등하는 일보다 그 유대감을 더 잘 표현할 수 것은 없습니다.” 

 

빛의 뉴욕항(New York Harbor of Lights) 

 

4월 27일, 주지사는 1964 년에 완공된 베라자노 브리지 (Verrazano Bridge) 이후 

뉴욕시에서 건설된 최초의 새로운 교량인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의 첫 

번째 구간 개통을 축하하는 “빛의 뉴욕항 (New York Harbor of Lights)” 첫 공개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Empire State Building)의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iHeartRadio 라디오 방송국의 여러 음악 방송과 동기화 된 이 화려한 조명 쇼로 “빛의 

뉴욕항 (The New York Harbor of Lights)”의 첫 공개 시연을 마쳤습니다.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이 복합 색체의 LED 조명 쇼는 더 많은 방문객들을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유치하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뉴욕의 



멋진 구조물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운영하는 다음과 같은 7 개의 모든 교량 및 터널에 

2018 년 5 월까지 미적 감각의 LED 조명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베라자노-내로스 교량(Verrazano-Narrows Bridge)  

• RFK 트라이버로 교량(RFK Triborough Bridge)  

• 화이트스톤 교량(Whitestone Bridge)  

• 트록스 넥 교량(Throgs Neck Bridge)  

• 퀸즈 미드타운 터널(Queens Midtown Tunnel)  

• Hugh L. Carey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Hugh L. Carey Brooklyn Battery Tunnel)  

• 마린 파크웨이-Gil Hodges 기념 교량(Marine Parkway-Gil Hodges Memorial 

Bridge)  

• 크로스 베이 참전용사 기념 교량(Cross Bay Veterans Memorial Bridge)  

• 헨리 허드슨 교량(Henry Huds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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