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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의사당에의사당에의사당에의사당에 MARIO CUOMO 전전전전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초상화를초상화를초상화를초상화를 걸다걸다걸다걸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두 Cuomo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오늘 , Mario M. Cuomo 

뉴욕 제 52대 주지사의 초상화를 주 의사당의 주지사 전당 주지사 초상화 갤러리에 

안치하였습니다.  

 

“1년 전, 우리는 Mario Cuomo 주지사에게 공식 주지사 초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뉴욕주의 성공적인 역사와 이를 이끈 리더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멋진 갤러리를 완성하기 

위해 주지사 전당에 그림을 공개하였습니다”라고 Andrew M.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Mario 

Cuomo 주지사는 우리 뉴욕주에서 가장 훌륭하신 주지사들 중에 한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게는 

공공서비스, 근면, 뉴욕주를 보다 나은 곳으로 가꿔나가겠다는 신념의 가치를 심어주신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날 주간에 맞은 제 아버지의 생일을 이보다 잘 축하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제 52대 주지사의 초상화는 Simmie Knox에 의해 그려졌으며, Bill Clinton 대통령과 영부인 

Hillary Clinton의 공식 백악관 초상화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사 Thurgood Marshall과 Ruth Bader 

Ginsburg를 그린 예술가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유명한 화가입니다.  Knox씨는 개인, 민간단체, 

기관의 위임을 받았으며, 미국 각료, 미 국회의원, 주 상원의원, 뉴욕시장, 시민단체 지도자, 

시민단체 지도자, 스포츠선수, 연예인, 교육자, 법관, 종교지도자, 군 장교, 사업가 민간 개인 등의 

여러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초상화는  최고의 유성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Knox씨는 Don Pollard가 1989년에 찍은 Mario 

Cuomo 주지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Mario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의 제 52대 주지사(1983–1994). Mario M. Cuomo (b. 1932)는 Queens 출신으로 부지사와 주 

국무장관을 거쳐 주지사 직을 세 번에 걸쳐 수행하셨습니다. 그는 재정 문제에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시면서 정부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진취적인 주지사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소득세를 극적으로 낮추고, 공공 교육, 인프라, 대중교통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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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사형 제도를 끈질기게 반대해서 사형 법안을 12 

차례나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천부적인 연설가 재능을 타고난 분 중의 하나로 

추앙 받는 Cuomo 주지사는 공적 생활에서의 종교 역할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회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전 미국에 전파하였습니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전당전당전당전당(Hall of Governors) 소개소개소개소개 

 

주 의사당 2층에 자리한 역사적인 주지사 전당은 Cuomo 주지사가 주지사 임무를 시작한 첫날 

대중에게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이 곳은 일반인들과 단체 견학생들을 보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재단장이 이뤄졌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을 포함하여 행정실의 여러 

집무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이 전당에는 뉴욕주의 과거 주지사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복원된 주지사 전당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초상화와 시대적 변화: John Jay 전 주지사 초상화와 William Seward 전 주지사 

초상화를 포함하여 컬렉션에서 누락된 전 주지사의 초상화 몇 점이 복원되어 주지사 

전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 전당의 모든 초상화는 시대순으로 전시되도록 

재구성했으며 각 주지사의 전기가 초상화 아래에 위치하고 역사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시대적 변화가 주지사 전당의 벽에 설치되었습니다.  

• http://hallofgovernors.ny.gov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스마트폰으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주지사 전당의 투어 가이드를 제공하고 방문객이 갤러리를 투어하는 

동안 연설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듣고 전 주지사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전시물: 주지사 전당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뉴욕의 초기 모습을 시대별로 나열한 

문서가 있습니다.  

o 1777년 이후 최초의 뉴욕주 헌법 사본 

o 1777년 George Clinton 장군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표명한 George 

Washington의 편지 

o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문서 

o Samuel Tilden, Grover Cleveland, Theodore Roosevelt, Al Smith, Franklin Roosevelt, 

Nelson Rockefeller 및 Hugh Careytifacts를 포함하여 주지사 전당에 전시된 몇몇 

주지사의 작품 

o 1775년 General Association의 사본, 새 정부 설립에 대한 혁명 선언문, 독립 

선언문보다 1년 이전에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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