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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청사에서청사에서청사에서청사에서 2014년년년년 여성여성여성여성 역사의역사의역사의역사의 달달달달 전시회의전시회의전시회의전시회의 개막을개막을개막을개막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전시회를전시회를전시회를전시회를 통해통해통해통해 여성여성여성여성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리더리더리더리더, 혁신가혁신가혁신가혁신가 및및및및 기업인들을기업인들을기업인들을기업인들을 집중집중집중집중 조명하다조명하다조명하다조명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출신의 여성 비즈니스 리더, 혁신가 및 기업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2014년 여성 역사의 달 전시회의 개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뉴욕의 상업적 성공 유산에 

여성들이 끼친 공헌을 인정하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 전시회에서 소개되는 유명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장벽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을 혁파하고 뉴욕이 

기업가정신의 선도적인 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앞장선 분들입니다. East Gallery에 위치한 이 

전시회는 주정부 청사에서 관람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박물관급 전시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은 여성 인권 운동의 탄생지로서 뉴욕주의 경제 개발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신 여성분들을 

축하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의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쟁취하기 전에 많은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 계의 유리천장을 부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미래 CEO와 기업인들을 위한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주정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이 걸출한 여성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 오는 주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뉴욕이 주가 된 후 여성들이 누린 많은 경제적 자유는 뉴욕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뉴욕주 거의 모든 커뮤니티의 비즈니즈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 기업 지도자와 기업인들의 중요성이 인정을 받기까지 15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뉴욕주의 메인 스트리트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시대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이 전시회는 뉴욕의 경제 형성에 기여한 영향력 있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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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소개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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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ame C.J. Walker, 흑인 최초로 백만장자가 된 여성 

• Martha Matilda Harper, 프랜차이즈를 발명한 여성 

• Louise Blanchard Bethune, 전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자신의 회사를 창립한 최초의 

여성 

• Lillian Vernon, 쇼핑용 Vernon 카탈로그를 설립한 여성 

• Muriel Siebert, NY 증권거래소에 의석을 차지한 최초의 여성 

• Joan Whitney Payson, 뉴욕 메츠의 최초 여성 구단주 

• Rose Morgan, 20세기 초 유명 부띠크 및 미용실 소유주 

• Estee Lauder, 자신의 이름을 사명으로 넣은 Fortune 500 기업 설립자 

• Liz Claiborne, 자신의 이름을 사명으로 넣은 다국적 기업 설립자 

• Donna Karan, DKNY 설립자  

• Nina Tassler, CBS Entertainment 사장  

• Ursula Burns, Xerox의 CEO 이자 Fortune 500 기업 CEO가 된 최초의 흑인 여성  

• Lidia Bastianich, 레스토랑 경영자 겸 작가  

 

이 전시회에 소개된 전시물:  

• Madam C.J. Walker 미용학교의 교과서. 

• Madam C.J. Walker 제조회사의 판매원들이 부착한 배지 

• Madam C.J. Walker 제조회사의 판매원들이 부착한 배지 

• Irvington-Villa Lewaro에 자리한 Madame C.J. Walker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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