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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가정 폭력 관심의 달 동안 뉴욕의 상징적 건물 세 곳에 보라색 조명을 

비출 계획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One World Trade Center)는 10월 1일 토요일에 보라색 조명을 

밝힐 예정 

 

또한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빛을 비추세요(Shine the Light)” 캠페인의 

일환으로 10월 20일 목요일에 보라색 옷을 입어 줄 것을 당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정 폭력의 달 인식 고취를 위해 뉴욕주의 상징적 

건물 세 곳에 보라색 조명을 비출 것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의식 고취 노력의 

시작으로, 맨해튼의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One World Trade Center)가 10월 1일 

토요일에 빛을 밝힐 예정이며, Albany의 Alfred E. Smith 주지사 빌딩과 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플라자 빌딩들이 10월 한 달 동안 보라색으로 빛날 

예정입니다. 미드 허드슨 다리 또한 뉴욕주의 “가정폭력에 빛을 비추세요(Shine the Light 

on Domestic Viole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 달 동안 보라색으로 빛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라색으로 단장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이 랜드마크들은 뉴욕 주민들은 절대 이 

사회적 병리 현상에 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가장 

높은 빌딩들에 비춰지는 보라색 빛은 가정폭력이 수천 명의 뉴욕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키는 상징으로써 기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오늘날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주 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왔습니다. 이제 판사들은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 또는 방면을 결정할 때 소형 화기 소지 이력과 

이의 사용, 보호 명령 위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찰 당국은 가정폭력 및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약 54,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법원은 배우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약 206,000 건의 보호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기타 다른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여성 피해자 및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노숙의 위험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주거 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에게 거주지 비공개 의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SUNY 총장 Nancy L. Zimp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SUNY 플라자와 

SUNY 캠퍼스에서, 우리는 가정폭력 발생 시 필요한 지원 및 자원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 문제 의식 고취를 위해 자랑스럽게 

보라색 빛을 밝힐 것입니다. SUNY는 이 문제에 관해 캠퍼스 안팎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SUNY가 지원해 드립니다(SUNY’s Got Your 

Back)를 통해 뉴욕 대피소에 더 많은 편의 용품 가방을 제공하려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One World Trade Center)의 408 피트 첨탑은 10월 1일 토요일 

저녁에 보라색으로 빛날 예정입니다. 뉴욕주 수도에서 두 번째로 큰 빌딩인 Alfred E. 

Smith 주지사 사무실 빌딩과 SUNY 플라자 빌딩은 한 달 동안 보라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추가로, Ulster 및 Dutchess 카운티로 연결되는 미드 허드슨 다리는 10월 2일, 17일, 

18일, 20일에 보라색 조명을 밝힐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이 10월 20일 목요일에 보라색 옷을 입어 빛을 

비추세요(Shine the Light)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독려했습니다. 이제 9년째가 되는 이 

연례 캠페인에 주 전역에 걸친 수백의 시민들, 지방자치단체들, 기관들, 사법집행기관들, 

사업체들, 대학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1-800-942-6906)이 영어, 스페인어 및 다른 언어로 

피해자들을 24시간 지원합니다. 청각장애인이시거나 난청이신 분은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뉴욕주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기타 범죄 피해자 들을 돕기 위해 가정 폭력 

지원(Domestic Violence Resources),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SUNY 학생을 위한 성폭력 대응 지원(Sexual Assault and 

Violence Response Resources for SUNY Students)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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