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TREE OF LIFE SYNAGOGUE)의 총기 

난사 추모일에 '반유대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의 날(DAY OF ACTION TO COMBAT 

ANTI-SEMITISM)' 선언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뉴욕주와 미국에 퍼지는 가운데, 주지사는 10월 27일을 '행동의 

날(Day of Action)'로 선언하는 선언문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마리오 M.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뉴욕 주립 대학교 광장(SUNY Plaza),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알프레드 E. 스미스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뉴욕주 박람회 전시 빌딩(New 

York State Fair Exposition Building)에서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푸른색과 흰색 조명을 밝힐 예정  

  

주지사는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 위원들에게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여하도록 장려  

  

여기에서 선언문 전문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있는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Tree of Life Synagogue)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1주년인 2019년 

10월 27일을 "반유대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의 날(Day of Action to Combat Anti-

Semitism)"로 선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마리오 M.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뉴욕 주립 대학교 광장(S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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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뉴욕주 박람회 전시 빌딩(New York State Fair Exposition Building)에서 일요일 

밤에 푸른색과 흰색 조명을 밝힐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배자 1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반유대주의 공격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으며, 우리는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폭력 또는 증오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ayofActiontoCombatAntiSemitismproclamation2019.pdf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우리 주와 국가 전역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반유대주의 폭력을 퇴치할 수 있도록 숙고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권유합니다. 

증오 범죄가 뉴욕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행동의 날(Day of Action)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주지사의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를 동원했습니다. 주지사는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 위원들에게 각 지역사회의 이웃에 대한 포용성, 

조화,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고 조화와 선의의 특별 대사로 봉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주지사 행정부의 임원들은 미국 유대인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AJC)의 #ShowUpForShabbat 캠페인에 참여하여 작년의 총기 난사 

피해자들을 기리고 미국 유대인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봉사에 참여합니다.  

  

이 선언문은 일요일에 통합 유대인 협회 뉴욕 연맹(United Jewish Appeal Federation, 

UJA Federation), 유대인 지역사회 관계위원회(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및 

중앙 회당(Central Synagogue)과 협력하여 미국 유대인 협회(AJC) 뉴욕 지역 

사무소(New York Regional Office)가 주최한 뉴욕주 뉴욕시 중앙 회당(Central 

Synagogue)에서 열리는 "행동의 날(Day of Action)" 기념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FBI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는 2017년에 전년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유대인 지역사회는 미국 내 모든 종교 기반한 증오 범죄 

사건 대상의 60%를 차지해 가장 자주 표적이 되었습니다.  

  

증오 범죄로부터의 보호  

  

주지사는 증오와 편견 관련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달,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이 뉴욕주 사법정의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및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과 협력하여 주 전역의 

지역 법 집행기관들을 위한 혐오 범죄 수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교육 세션에서는 뉴욕주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Hate Crimes Task Force) 요원들과 

반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 뉴욕 유대인 지역사회 

관계위원회(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뉴욕 및 퀸즈 카운티 

지방검사실(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6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사건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증오 범죄 문자 메시지 핫라인(Hate Crimes Text Line)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목격 혹은 경험하신 분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포함한 자세한 사건의 경과와 함께 

81336번으로 "HATE"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이 텍스트 라인은 뉴욕주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1-888-392-3644)이 운영하는 편견 및 차별 신고 

https://protect2.fireeye.com/url?k=b90e71e6-e52a70af-b90c88d3-0cc47aa8d394-ba59dac54056260c&q=1&u=https%3A%2F%2Fwww.ajc.org%2Fshowupforshabbat
https://ucr.fbi.gov/hate-crime/2017/topic-pages/victims


 

 

무료 직통전화에 추가됩니다. 2016년 11월 개시 이후, 직통전화를 통해 23,4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으며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주립경찰에 187건을 

의뢰했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혹은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항상 911에 

신고하십시오. 또한, 혐오 범죄자 체포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모든 제보에 

5,00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또한 올해 초 예배당의 안보에 관한 두 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페이스 

대학교(Pace University)와 조직된 이 콘퍼런스는 신앙 기반 기관, 종교 지도자 및 법 집행 

전문가를 모아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위협 브리핑, 신앙 

기반 시설 보안 및 위협 완화에 대한 정보 및 총기 난사 사건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주지사는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와 욤 키푸르(Yom Kippur) 기간에 

회당 및 조교 센터 근처의 경계를 늘리도록 뉴욕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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