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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사한 뉴욕 군인들을 기리는 주 의회 의사당 전시회 발표 

 
전시회는 현충일 연휴를 확립하는 데 뉴욕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공예품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현충일 연휴를 탄생시키는 데 대한 뉴욕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전사한 뉴욕주 군인들을 기리는 주 의회 의사당내 전시물의 공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뉴요커들과 주 의회 의사당을 방문하는 분들께 저희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할 장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19세기 
중반 Waterloo, Main Street (번화가)에서 최초의 Decoration Day (현충일) 시가 행진을 벌인 이래 
최고의 희생을 한 군인들을 추도하기 위한 특별한 날을 지정하는 데 미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모든 뉴요커들이 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저희 주의 비범한(훌륭한) 역사를 배우며, 잠시 멈추어 
전사자들을 추모하기를 (기리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동안 어느 다른 부보다 뉴욕주에서 참전한 군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Seneca 
카운티의 Waterloo 빌리지는 현충일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66년 5월 약사 Henry Welles는 
미국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뉴요커들을 추모하고자 Waterloo에 “Decoration Day(현충일)”을 
만들었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의 무덤이 꾸며지고, 애국 깃발이 건물들에 드리워지며, 북부군 참전 
용사들이 Waterloo의 Main Street (번화가)를 따라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현충일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1868년 북부군 참전 용사 협회장인 John Logan이 5월 30일 을 북부군을 위한 현충일로 
선포했습니다. 1873년 뉴욕주는 현충일을 공휴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현충일이 북부지역에서 기념되는 동안, 뉴욕주 고등법원 부장 판사 Francis Miles Finch는 Atlantic 
Monthly Journal (대서양 월간 잡지)의 1867년 9월판에 “The Blue and the Gray (북군과 남군)”이라는 
그의 시를 출간했습니다. 이 시는 남북 전쟁 중 전사한 모든 군인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루의 현충일을 지정할 것을 고취시켰습니다.  
 
주 의회 의사당의 현충일 전시회는 Welles, Logan 및 John B. Murray 장군의 그림과 더불어 이들이 한 
역할 및 이 중요한 공휴일의 탄생을 위해  한 뉴욕주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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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축하 행사를 묘사한 19세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 전시물은 Albany 주 의회 의사당 건물의 
2층 War Room으로 이전하기 전 몇 주 동안 1층 State Street 로비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John Alexander Logan.  The Volunteer Soldier of America by John A. Logan: With Memoir of the 
Author and Military Reminiscences from General Logan’s Private Journal  (John A. Logan의 미국  
의용군; Logan 장군의 개인 일지를 통한 저자 및 전쟁 회고 ) 

• America Here’s My Boy의 종이 음악 (Sheet music).  Arthur Lange음악.  Andrew B. Sterling  
작곡. 

• 1963년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  Hy Rosen이 그려 Albany Times Union에 출간된 시사 만평 

• I’ll Be Home for Christmas (If Only in My Dreams)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께요 (제 꿈 
속에서만일지라도)) Kim Gannon, Walter Kent, Buck Ram 작사 및 음악 

• After the War Is Over: Will There Be Any Home Sweet Home? (전쟁이 끝난 후: 즐거운 우리 
집이 있을까요?) 의 종이 음악 (Sheet music).  Joseph Woodruff 음악.  E.J. Pourmon  작사. 

• 현충일을 위해 제작된 남북 전쟁 기념비 우편 엽서 

• John A. Logan 장군의 공식  연설: 5월 현충일에 버지나아주 알링턴 국립 묘지에서 북부군 
무덤을 장식하면서 

• Mills(밀스) 현충일 및 현충일 프로그램 

• Manhattan 자치구 남북 전쟁 참전 육해군 군인회의 현충일 

• Atlantic Monthly Journal (대서양 월간 잡지) 1867년 9월본 한 권   

패널 및 공예품과 더불어 고등 법원에서 빌린 Francis Miles Finch 판사의 초상화도 전시될 것입니다. 
이 초상화는 고등 법원 밖에서 최초로 전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llofgovernors.ny.gov/generic/memorialdayex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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