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프라이드 위켄드를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다채로운 빛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퍼싱 스퀘어 육교, 코지우스코 다리,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 미드 허드슨 브리지, 화이트페이스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센터, 뉴욕 주립 대학교 

중앙 행정 빌딩, 주 교육 빌딩, Alfred E. Smith 빌딩, 나이아가라 폭포 및 뉴욕주 

박람회장 게이트 및 전시 센터에 조명을 비출 예정  

  

이번 주말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성소수자 프라이드 플래그 색상으로 점등,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은 금요일 트렌스젠더 플래그 색상으로 점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프라이드 먼쓰(Pride Month)와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 커뮤니티를 기념하기 위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의 첨탑, 퍼싱 스퀘어 육교(Pershing Square 

Viaduct),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미드허드슨 브리지(Mid-Hudson Bridge),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센터(Whiteface Lake Placid Olympic Center) 전면 마크,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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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Building), Alfred E. Smith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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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은 금요일에 트랜스젠더 

깃발 색상으로 조명됩니다. 이번 주말 모든 랜드마크는 뉴욕 프라이드(Pride)와 뉴욕시의 

첫 번째 프라이드 행진 50주년을 기념하여 프라이드 플래그의 색상으로 조명을 

밝힙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이며, 올해 

우리는 뉴욕시의 첫 번째 프라이드 행진 50주년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평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는 마침내 대리모를 

합법화하여 LGBTQ 커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에서 가족을 시작하거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올해 프라이드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LGBTQ 커뮤니티에 있어 특별한 일입니다. 이 랜드마크에 조명을 비추는 것은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만들어 온 진전을 기념하는 한편, 연방 정부와 전 



 

 

세계에 뉴욕주는 LGBTQ를 환영하며, 평등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최측은 모든 주 전역에서 프라이드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참가자의 자택 참여를 

독려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도록 격려했습니다. 버추얼 프라이드(Virtual Prides)는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와 공연, 프라이드 런과 디지털 댄스 파티와 같은 활동을 통해 

LGBTQ 커뮤니티와 연결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사라토가와 브루클린 

등 일부 도시에서는 6월 내내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6월 혹은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 축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뉴욕시 프라이드는 50주년을 

맞이하여 Janelle Monáe, Deborah Cox, Billy Porter 등의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선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임기 동안 LGBTQ 권리를 옹호하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성전환자 병역 복무 금지 및 의료 서비스 보호조치 철회 등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대리모를 

합법화하여 LGBTQ 커플 및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이 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작년 Cuomo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및 극악한 전환 치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숙원이었던 게이 및 트랜드 패닉 디펜스 금지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열리는 버추얼 프라이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s://www.iloveny.com/things-to-do/lgbt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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