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증오와 편협으로 상실한 이들을 기리는 성적 소수자(LGBT) 기념비의 

제막식 발표 

 

2016년 올랜도 펄스 나이트클럽(Pulse Nightclub) 총기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 

 

성적 소수자(LGBT) 커뮤니티의 희생을 인식하고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뉴욕의 헌신을 기념- 여기에서 제막식 보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 6월 뉴욕의 올랜도 펄스 나이트 클럽의 총기 

사고로 희생한 사람들과 증오, 편협, 폭력의 모든 희생자를 포함하여,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를 기리는 뉴욕의 공식적인 기념비에 대한 제막식을 발표했습니다. 예술가 

Anthony Goicolea가 디자인한 이 기념비는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 

그리니치 빌리지 서쪽 끝에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2년 전 펄스 나이트클럽의 

총기 사고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의 

수많은 사람이 직면한 평생의 투쟁과 역경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역사의 과정에서 견뎌내야만 했던 희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에 살 때까지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약속을 상기해야 합니다.” 

 

2016년 6월 12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기 사건 이후에, Cuomo 

주지사는 성적 소수자(LGBT) 커뮤니티와 올랜도 총기 사고의 희생자를 기리는 새 

기념비를 설계하고 건축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적 소수자 기념 

위원회(LGBT Memorial Commission)를 설립하는 제 158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58)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2016년 10월에 제안서 모집을 발표했고, 모든 

제출물을 주제의 해석과 명확성, 묘사한 주제의 창조성과 독창성, 예술적 구성의 질, 

장소의 호환성과 기타 다른 요소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https://youtu.be/SB2Jtx31dz4


 

 

장소 특징적인 이 디자인은 허드슨 리버 파크의 기존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며 생각과 

성찰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공동의 환경에서 통합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디자인은 9개의 수정된 바위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바위는 주변의 잔디와 사물에서 

미묘한 무지개 패턴을 만들어 내는 프리즘 역할의 내화재 구성 요소와 함께 투명하게 

래미네이트를 입힌 내열 유리로 이등분 돼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LGBT) 기념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Alphonso David 주지사 고문이 감독 및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성적 소수자(LGBT) 

추모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ott P. Campbell, 엘튼 존 에이즈 재단(Elton John AIDS Foundation) 전무이사; 

• Rose Harvey, 공원, 뉴욕주 여가 및 사적 보전 사무국(NYS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 Cristina Herrera, Translatina Network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 Thomas Krever, Hetrick-Martin Institute 최고 경영자; 

• Kelsey Louie, Gay Men’s Health Crisis 전무이사; 

• Eunic Ortiz, Stonewall Democrats 전 회장; 

• Christine Quinn, 도움이 필요한 여성(Woman in Need) 및 동성 결혼 

옹호(marriage equality advocate) 단체의 최고경영자; 

• Melissa Sklarz, 트랜스 권리 옹호자; 

• Beverly Tillery, NYC Anti-Violence Project 전무이사; 

• Glennda Testone, New York LGBT Community Center 전무이사. 

 

위원회는 설치 과정 동안 지역사회와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 낼 

것이며 무의미한 폭력과 증오로 잃어버린 성소수자(LGBT)의 삶을 영원히 기념할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기념비를 찾는 방문객들은 우리가 이룬 발전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 커뮤니티가 견뎌 낸 상실과 고통을 상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추모하며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뉴욕 주민들을 옹호해 주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eborah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념비는 우리 

뉴욕의 가치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고, 정의와 관용, 모두의 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상징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우리의 지역사회를 기념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Corey John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펄스 나이트클럽 총기 사고에 대한 공포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으며, 이 기념비는 희생자를 기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투쟁을 유념하게 합니다. 성적 소수자(LGBT) 기념 위원회를 설립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주신 Anthony Goicolea, 이 프로젝트를 

완료해주신 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노력은 어디에서나 완전한 성적 

소수자(LGBTQ) 평등을 위해 계속 싸우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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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Paul Feinman 씨를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배석판사로 임명함으로써 게이임을 밝히고서 

이 법원에서 재직하게 되는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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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 모든 후천성 면역 결핍 양성(HIV-Positive) 환자들이 응급 피난처 

지원(Emergency Shelter Assistance)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거, 교통, 영양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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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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