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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필수 근로자 기념비의 새로운 렌더링 공개  

  

배터리 파크 시티에 설치될 기념비는 9월 6일까지 공사 완료 예정  

  

배터리 파크 시티에 설립될 필수 근로자 공원  

  

모든 필수 근로자를 기리는 설치물: 서클 오브 히어로즈, 영원의 불꽃  

  

여기에서 렌더링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필수 근로자 기념비(Essential Workers Monument)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필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 지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를 기념비 설치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서클 오브 

히어로(Circle of Heroes) 디자인은 팬데믹 전반에 걸쳐 동료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필수 노동자를 기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필수 노동자 기념비(Essential Workers Monument)는 노동자의 

날(Labor Day)인 9월 6일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필수 근로자를 기념하는 

설치물은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 조성될 필수 근로자 공원(Essential 

Worker Park)에 위치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택에 머물러야 했던 팬데믹 초기에 

필수 근로자들은 매일같이 출근하여 동료 뉴욕 주민이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진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념비를 건설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기념비는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에 뉴욕에 봉사한 이들 모두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매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봉사와 

희생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 내 설치 장소는 물가이며, 자유의 여신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당 

위치는 공원에서 가장 이동량이 많은 곳으로 뉴욕 주민 및 방문객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클 오브 히어로즈는 간호사, 의사, 의료 종사자, 운송 근로자, 경찰관, 응급요원(EMTS), 

긴급 의료원, 소방관, 교정 공무원, 상점 직원, 주 방위군(National Guard), 공무원, 건물 

서비스 직원, 유틸리티 및 커뮤니케이션 직원, 배송원, 교사, 위생 직원, 건설 및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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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품 서비스 노동자, 호스피탈리티 노동자 등 팬데믹에 걸쳐 뉴욕을 위해 봉사한 

필수 노동자를 상징하는 붉은 단풍나쿠 19 그루로 만들어집니다. 기념비는 또한 필수 

노동자에 대한 뉴욕주의 영원한 감사를 표현하는 영원한 불꽃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 협력했는지 

나타냅니다. 서클 오브 히어로즈의 렌더링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필수 노동자 기념비 건설 공사가 공원에서 착공되었습니다. 건설은 9월 6일 

노동자의 날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미국 노동 조합-산업 조직 의회(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의 Mario Cilent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필수 근로자들이 보여준 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은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 ㄴ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비는 이들이 

보여준 희생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건물 및 건축업 위원회(New York State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대표 겸 그레이터 뉴욕 건물 및 건축업 위원회(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대표인 Gary LaBarbe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필수 노동자는 그들의 강함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귀중한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향후 몇 세대에 걸쳐 방문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 우리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려주시 ㄴ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경험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장소이자,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4월 Cuomo 주지사는 필수 노동자 기념비 자문 위원회(Essential Workers Monument 

Advisory Committee)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필수 근로자 기념물의 위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으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rio Cilento,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뉴욕주 지부장  

• Gary LaBarbera, 뉴욕주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New York State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위원장 겸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위원장  

• Vincent Alvarez, 뉴욕시 중앙노동위원회(New York City Central Labor Council) 

위원장  

• Stuart Appelbaum, 도소매업 백화점 노동조합(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대표  

• Oren Barzilay, 제복 응급 의료사 긴급 의료원 및 화재 조사관(Uniformed EMT's, 

Paramedics & Fire Inspectors) 대표 - 뉴욕시 소방서(Fire Department Of New 

York, F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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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e Bragg, 32BJ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32BJ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대표  

• Sam Fresina, 뉴욕주 전문 소방관협회(NYS Professional Firefighters Association) 

협회장  

• Henry Garrido, 37지구 위원회(District Council 37, DC 37) 상임이사  

• Thomas Gesualdi, 16지구 트럭운전사 합동 조합(Teamster's Joint Council 16)  

• George Gresham, 1199 서비스 노조 국제 연합 대표  

• Pat Kane 공인 간호사,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상임이사  

• Bonnie Litvack 의학박사, 뉴욕주 의료 협회(Medic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협회장  

• Rich Maroko, 호텔업 위원회(Hotel Trades Council) 위원장  

• Harry Nespoli, 제복 환경미화원 협회(Uniformed Sanitationmen's Association) 

협회장  

• Andrew Pallotta,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대표  

• Michael Powers, 뉴욕주 교도관 경찰 자선 협회(New York State Correctional 

Officers Police Benevolent Association) 협회장  

• Raymond F. Shields, Jr. 소장, 뉴욕 부관 참모  

• James Shillito, 1-2지구 미국 공익사업 노동자 연합(Utility Workers of America 

Local 1-2)  

• Wayne Spence, 뉴욕주 공무원 연맹(New York State Public Employees 

Federation) 대표  

• Mary Sullivan, 1000지구 공무원 연합(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CSEA)  

• Dennis Trainor, 1지구 미국 커뮤니케이션 근로자부장(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CWA) 부회장  

• Tony Utano, 100지구 운송 노동 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TWU) 대표  

• Richard Wells, 뉴욕주 경찰 회의(Police Conference of New York Stat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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