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다채로운 빛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미드허드슨 브리지(Mid-Hudson Bridge), 뉴욕 주립 대학교  중앙 행정 

빌딩(SUNY Central Administration Building),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알프레드  E. 스미스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주 박람회 메인 

게이트(State Fair Main Gate) 및 박람회 센터(Exposition Center)에 불을 밝힐 예정  

  

뉴욕주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목요일 및 금요일에는  트랜스젠더  깃발 색상으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성소수자 프라이드  깃발(LGBTQ Pride Flag) 색상으로 

빛날 것  

  

월드프라이드 웰컴 키오스크(WorldPride Welcome Kiosks), JFK, 

라구아디아(LaGuardia), 뉴어크(Newark) 공항에서 금요일까지 개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 오늘 월드프라이드(WorldPride)와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 커뮤니티를  

기념하기 위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의 첨탑,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미드허드슨  브리지(Mid-Hudson Bridge), 

뉴욕 주립  대학교 중앙 행정 빌딩(SUNY Central Administration Building),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알프레드 E. 스미스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주 박람회  센터(State Fair Exposition Center), 주 박람회 메인 게이트(State Fair 

Main Gate)에 있는 LED 보드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의 랜드마크에  불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뉴욕주 랜드마크는  6월 27일 목요일,  6월 28일 금요일, 

트랜스젠더  행동의 날(Trans Day of Action)을 기념하고자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 색으로 빛날 예정입니다 .  또한,  6월 26일 수요일과 6월 29일 토요일, 6월 

30일 일요일에는  뉴욕주  프라이드(Pride)를 기념하기 위해 프라이드  깃발 

색상으로 빛나게 됩니다 . 또한, 6월 30일  일요일, 7월 5일  금요일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앳더 폴스(Pride at the Falls) 이벤트를 

위해 프라이드 깃발 색 불을 켤 예정입니다 . 또한 허브 브룩스  아레나(Herb 

Brooks Arena)는 목요일부터 일요일 레이크 플래시드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십(Lake Placid Figure Skating Championships)이 열리는 동안 프라이드 깃발 

색 조명을  얼음 속에 켤 예정입니다 .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탄생지입니다 .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을 맞아 뉴욕이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개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올해 주정부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 제정, 전환 치료 금지,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폐지로 역사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 뉴욕은  자랑스러운  것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랜드마크의  조명은 뉴욕은 성소수자(LGBTQ)를 환영하며 완전한  평등을 

위해 매일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합니다 ."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인 뉴욕은 국내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이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제거 ,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 통과, 전환 

치료 금지  같은 평등 및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합니다 .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올해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개최하고 뉴욕을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만드는 

다양성을 축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  

  

국제 성소수자 자부심  행사(LGBTQ Pride celebration)인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는 올해 뉴욕에서 열립니다. 본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 해당 기념행사에는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을 홍보하는 

행진, 공연, 축제가 포함됩니다 .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스톤월 50(Stonewall 

50)을 축하하러 뉴욕시에  오는  방문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플래카드 , 정보 및  

봉사자를 비롯한 월드프라이드 웰컴 키오스크(WorldPride Welcome kiosks)가 

금요일까지  JFK, 라구아디아(LaGuardia), 뉴어크 공항(Newark Airport) 수하물 찾는 

곳의 웰컴  센터에 열릴 예정입니다 .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 동안 Cuomo 주지사는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기념행사를  장려하고  홍보하는  몇 가지 계획 및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 6월 1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New York State WorldPride 

Welcome Center)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 이 센터는 뉴욕시 웨스트 빌리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Christopher Street)에 위치하며,  스톤월 기념비(Stonewall 

National Monument)에서 가깝습니다 . 6월 5일, 주지사는 뉴욕주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에서 성소수자  프라이드의  달 전시(LGBTQ Pride Month Exhibit)가 

시작됨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들의 영향을  기리고 

인터내셔널  에이즈 퀼트(International AIDS Quilt)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  주 의회 

의사당(Capitol)에 성소수자  프라이드 깃발(LGBTQ Pride flag)이 역사상  처음으로 

게양되기도  했습니다 . 6월 13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월드프라이드  앰배서더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grand-opening-worldpride-welcome-center-new-york-citys-west-villag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opening-lgbtq-pride-month-exhibit-capitol


대회(New York State WorldPride Ambassadors Competition)의 우승자를 발표하고 

영상에서 우승자들의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  

  

Cuomo 주지사는 임기 동안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으며 성전환자 군대 금지  및 의료 서비스  보호책 퇴보 등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및 

한심한 전환 치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역사적 승리를 알렸습니다 . 5월 31일, Cuomo 주지사는 대리모 합법화 ,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 그후 6월 19일 주지사는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  

  

주 전역 모든 주  기관과  뉴욕 주민은 기념행사를  홍보하고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인식하는  목적을 가진 몇  가지  계획을 통해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몬타우크부터  버펄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노스 

컨트리까지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프라이드(Pride) 행진 및 행사에서 

대표들이 현지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축하하며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은 맞춤 

월드프라이드  메트로카드(WorldPride MetroCards) 및 프라이드 열차(Pride trains)를 

발표했습니다 .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은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보러 뉴욕 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프라이드(Pride)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트(Christopher Street) 및 9번 스트리트(9th Street) 패스 스테이션(Port 

Authority Trans-Hudson, PATH stations)에 무지개 기둥 설치, 오큘러스(Oculus)에 

무지개 기둥 및 깃발 설치, 항만청 버스 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 및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에 무지개 

바닥 장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6월 15일, 포 프리덤스  주립 공원(Four Freedoms State Park)은 뉴욕시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프라이드  깃발(LGBTQ Pride Flag)을 공개했습니다 . 이는 6월 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국(Battery Park City Authority)은  록펠러 

파크(Rockefeller Park)를 대규모  프라이드 깃발 잔디  페인팅으로  장식했습니다 . 

이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 6월 20일, 뉴욕주 인권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는 뉴욕주에서  300명 이상에게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와 성소수자(LGBTQ) 권리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 해당 

웨비나는 모든 뉴욕 주민이 법에 따른 권리를  알도록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ners-worldpride-2019-ambassadors-competition
https://www.youtube.com/watch?v=KTfcMzQyNtA&feature=youtu.be
https://www.governor.ny.gov/news/president-trumps-transgender-military-ban-takes-effect-governor-cuomo-directs-state-agencies
https://www.governor.ny.gov/news/statement-governor-andrew-m-cuomo-trump-administrations-efforts-roll-back-healthcare
https://www.governor.ny.gov/news/statement-governor-andrew-m-cuomo-passage-ban-gay-and-trans-panic-legal-defense-0
https://www.youtube.com/watch?v=UEk_uf1gDkI&feature=youtu.be


뉴욕주 전역에서 열리는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iloveny.com/worldpride를 방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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