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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청사의청사의청사의청사의 2013년년년년 여성평등여성평등여성평등여성평등 전시회의전시회의전시회의전시회의 개막을개막을개막을개막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전시회는전시회는전시회는전시회는 여성을여성을여성을여성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직장직장직장직장 차별차별차별차별 철폐철폐철폐철폐 및및및및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평등평등평등평등 진흥에서진흥에서진흥에서진흥에서 뉴요커의뉴요커의뉴요커의뉴요커의 역할을역할을역할을역할을 조명할조명할조명할조명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3년 여성평등 전시회의 개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18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성이 직면한 경제적 평등을 위한 투쟁을 조명합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여성평등연맹의 회원들과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전쟁실에 위치한 이 전시회는 

주정부 청사에서 관람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박물관급 전시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주의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평등과 정의 추구에서 언제나 선구자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1848년 여성권 운동의 탄생지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평등권 

달성을 향해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그 전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시회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조직적 노력과 정부 조치를 통해 또는 역사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직업에서 유리 천정을 

깨트림으로써 평등과 경제적 정의를 진보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주의 전국적 리더십 전통의 

진수를 대표합니다. 본인은 모든 뉴요커들이 주정부 청사의 전시회를 방문하여 이 비범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전시회는 산업혁명의 초기 이래 여성이 직면하여 남북전쟁과 대공황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20세기에 끝난 도전을 살펴봅니다. 뉴욕시 최초의 의류 노동자 파업, 미국 최초의 여성 의사 면허 

부여, Triangle Shirtwaist 공장 화재 같은 각 시대의 사건들은 방문객들에게 직장 평등을 위한 투쟁의 

진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시대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이 전시회는 자신의 시대에 평등을 위한 투쟁을 형성한 영향력 

있는 여성들 일부의 약력도 소개할 것입니다. 약력과 설명은 전시회 주제와 관련 있는 유물 전시로 

보충될 것입니다. 

 

전시회에 소개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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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vinia Wright, 최초의 의류 노동자 파업의 공동 리더 

• Louise Mitchell, 최초의 의류 노동자 파업의 공동 리더 

• Jane Hunt, Seneca Falls 대회 조직자 

• Dr. Mary Edwards Walker, 의회의 명예훈장을 받은 유일한 여성 

• Belva Ann Lockwood, 선구자적 여성 변호사 및 정치 활동가 

• Rose Schneiderman, Triangle Shirtwaist 공장 근로자들의 옹호자 

• Belle Moskowitz, 사회개혁 활동가 겸 Al Smith 주지사의 고문 

• Frances Perkins, 미국 최초의 여성 각료, Roosevelt 및 Truman 대통령 밑에서 노동부 장관 

역임 

• Eleanor Roosevelt, 영향력 있는 퍼스트레이디 겸 인권 활동가 

• Pauline Newman, 뉴욕주 여성 노동 운동의 조직자 

• Kate Mullaney, 뉴욕주 Troy 소재 Collar Laundry 노동조합의 창립자 

• Luisa Moreno, 이민 노동자 권리 옹호자 

• Mary McLeod Bethune,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권리 활동가 

 

전시회에 소개된 유물의 샘플: 

• Triangle Shirtwaist 공장 화재시의 재봉틀 

• ERA 비준 선전물 

• Clara Barton의 서한 

• 1848년 Seneca Falls 소신 선언문의 원본 

• 미국 해군 WAVES 군복  

• 뉴욕주 최초의 여성 재산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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