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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립공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날 기념  

  

행사와 장소, 프로그램, 화상 행사 등을 통해 뉴욕주 역사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기여 기념  

  

Kathy Hochul 주지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동안 행사, 

온라인 프로그램, 주립공원 및 유적지 방문 등을 통해 역사를 알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기념할 기회를 뉴욕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는 놀라운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원과 유적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웅들의 놀라운 업적과 함께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이 아직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을 축하하며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분열되면 홀로 휘청거리지만 연합하면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역사 유적을 보호 및 

보존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과거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의 일부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을 맞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Jeanette Moy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GS는 주립공원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 행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에서 거행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께 콘코스에 설치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전시에너는 우리 주의 역사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룬 업적과 기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예 무역을 통해 고통을 받은 아프리카 인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올버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에서 열리는 전시로, 

북미, 대서양,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17세기 네덜란드 노예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부끄러운 무역: 네덜란드 대서양 세계의 인신매매(A Dishonorable 

Trade: Human Trafficking in the Dutch Atlantic World)"입니다.  

  



1월 26일부터 플라자 콘코스 매디슨 애비뉴 출구 근처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더치 

웨스트 인도양 회사(Dutch West India Company)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캐리비안, 남미, 

북미, 유럽 무역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여주며, 이틑 통해 영국 뉴욕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뉴욕주가 되는 쿠라카오와 뉴네덜란드 간의 활동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네덜란드 무역 제국의 건설과 유지에 노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며, 무역에 의해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는 길러 레만 노예 연구 센터(Gilder Lehrman Center for the Study of Slavery),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의 철폐 및 저항(Abolition and Resistance), 예일 대학교 

예일 역사 연구소(Yale Public History Institute of Yale University)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주립공원 직원들이 준비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렌셀러 카운티 크라일로 주립 

유적지(Crailo State Historic Site)에서 열렸습니다. 이후 스키넥터디 카운티 역사 

학회(Schenectady County Historical Society)로 대여된 뒤, 로테르담 정션(Rotterdam 

Junction)의 마비 농장 유적지(Mabee Farm Historic Site)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의 시작은 1915년 시카고에서 열린 제 50주년 전국 해방 

기념식으로 거스럴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가이자 작가, 

저널리스트인 Carter G. Woodson이 역사 전시를 열었습니다. 1926년 Woodson은 

2월 둘째 주를 전국적인 흑인 역사 주간(Negro History Week)으로 정했습니다. 행사는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로 성장했고 1976년 미국 건국 200주년을 맞아 Gerald 

Ford 대통령이 연방 행사로 격상시켰습니다.  

  

Woodson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비롯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생 및 역사 연구 

연합(Association for the Study of African American Life and History, ASALH) 설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asalh.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에 예정된 주립공원 행사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의 선구자들(Pioneers in Science)," 코넷퀏 리버 주립공원(Connetquot 

River State Park Preserve),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 

아프리카계 미국인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 기반 연구에 기여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실험 시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Eventbrite.com에서 등록해야 하며, 

이후#NatureEdventure를 검색해 주십시오.  

• "아트 바이 바스키아(Art by Basquiat)," 코넷퀏 리버 주립공원 

보존구역(Connetquot River State Park Preserve), 2월 19일 오후 1시 

30분~3시 - 고 Jean-Michel Basquiat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티스트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위인, 재즈 뮤지션, 스포츠인, 작가 등을 기념하는 작품을 

만드는 한편, 자화상, 사회적 코멘터리를 자아성찰의 도구로 활용한 기타 작품을 

남겼습니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자화상을 그리며 영감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행사 2주 전 Eventbrite.com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그 후 

#NatureEdventure를 검색해 주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salh.org%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198cb130df46351ea008d9e281b9f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898690746856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5lZ9RVBC3tstnqMviipBZno2ubWuiZ19bUCJWfxvvB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ventbrite.com%2Fo%2Fnys-parks-long-island-environmental-education-33908178297&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198cb130df46351ea008d9e281b9f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898690746856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lk8X%2FgpNEDEfseud5U%2F5ycXbRLP49WPOYJzuRrr0v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ventbrite.com%2Fo%2Fnys-parks-long-island-environmental-education-33908178297&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198cb130df46351ea008d9e281b9f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898690746856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lk8X%2FgpNEDEfseud5U%2F5ycXbRLP49WPOYJzuRrr0v4%3D&reserved=0


• "서브시튜트, 서번트 앤 솔저스: 더 블랙 프레전스 앳 뉴 윈저 

칸톤먼트(Substitutes, Servants and Soldiers: The Black Presence at New 

Windsor Cantonment)," 클레몬트 주립 유적지(Clermont State Historic Site), 2월 

19일 오후 2시 - 1782년~1783년 겨울, 뉴 윈저에 주둔한 대륙군(Continental 

Army) 7,500명 중, 아프리카계 군인이 있었으며, 이들은 자의로 참전하거나 

소유주 대신 참전했습니다. 이러한 군인과 이들이 미국 혁명 전쟁(American 

Revolutionary War)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워싱턴빌 모팻 도서관(Moffat Library) 사서 및 성인 서비스 담당자인 Matthew 

Thorenz가 진행합니다.  Thorenz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역사학자로 뉴 윈저 

캔톤먼트 주립 유적지(New Windsor Cantonment State Historic Site)에서 7년 간 

박물관 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혁명 전쟁 및 제 1차 

세계대전(World War I)에 대해 수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사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https://www.friendsofclermont.org/events에서 가능합니다.  

• "행성의 탐색자들(Planet Explorers)," 코넷퀏 리버 주립공원 보존지구, 2월 25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 - 아프리카계 미국인 천문학자 및 우주인의 업적을 

알아보며, 날씨가 허락하는 경우 별 관측을 합니다. Eventbrite.com에서 

등록해야 하며, 그 후 #NatureEdventure를 검색해 주십시오.  

  

2월 매주 목요일 올버니 시 스카일러 맨션 주립 유적지(Schuyler Mansion State Historic 

Site) 직원들이 스카일러 가족의 초상화를 가지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이 맨션은 혁명 전쟁 장군, 미국 상원의원, 기업가인 Philip Schuyler가 

살았던 주택으로,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스타그램(Instagram)으로도 진행되며, 해시태그 #schuylermans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터체스터 카운티의 존 제이 홈스테드 역사 유적지(John Jay Homestead Historic 

Site)에서는 2월 24일 오후 6시 화상 강의가 열리며, 이 강의에서는 Jay 가문의 7대에 

걸친 노예 관련 유산을 살펴봅니다. John Jay는 미국 혁명 전쟁에서 중요한 인물로, 

전쟁 최종 단계에서 영국과 평화 협상에 나섰습니다.  

  

www.johnjayhomestead.org에서 행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또한 가상 

전시회, 학교 프로그램, 투어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노예를 소유했던 Jay 가문의 

역사와 이후 Jays의 후손가 노예제 철폐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존스 비치 에너지 및 자연 센터(Jones Beach Energy & Nature 

Center)가 2월 26일 오후 2시 "더 팔코너(The Falconer)"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팔코너인 Rodney Stotts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고대 

스포츠로 인생을 역전하고 도시의 젊은이들이 더욱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워싱턴 디씨 지역에서 등교를 돕는 비영리 단체인 윙스 오버 

아메리카(Wings Over America)를 운영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riendsofclermont.org%2Feve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198cb130df46351ea008d9e281b9f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898690746856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7aOxMDbBOqFTREbPKVrswA4nr7bl7bRvqjazx0U4eQ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ventbrite.com%2Fo%2Fnys-parks-long-island-environmental-education-33908178297&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198cb130df46351ea008d9e281b9f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898690746856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lk8X%2FgpNEDEfseud5U%2F5ycXbRLP49WPOYJzuRrr0v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johnjayhomestead.org%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198cb130df46351ea008d9e281b9f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898690746856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YbbuaDtFPWYkAKRxlWu342%2BzI3%2FLZPb27Y1iEnjrT28%3D&reserved=0


영화는 또한 https://www.jonesbeachenc.org/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립공원에서 중요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전시를 진행합니다. 전시가 

열리는 곳은 웨스트 헴스테드의 헴스테드 레이크 주립공원 환경 교육 및 회복 

센터(Hempstead Lake State Park Environmental Education and Resiliency Center), 

완타그 웨스트 엔드의 존스 비치 주립공원 에너지 및 자연 센터(Jones Beach State Park 

Energy & Nature Center), 완타그의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 4층 

센트럴 몰(Central Mall), 베이비론의 롱아일랜드 주립공원 지역 본부 로비(Long Island 

State Parks Regional Headquarters Lobby), 킹스 파크의 니세쿼그 리버 

주립공원(Nissequogue River State Park) 행정 빌딩( Administrative Building), 오이스터 

베이의 플랜팅 필즈 아보리텀 주립 유적지 공원 방문객 센터(Planting Fields Arboretum 

State Historic Park Visitor Center) 등입니다. 운영 시간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립공원 블로그(State Parks Blog)는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유물에 대한 

포스트를 게시합니다. 이러한 유물에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 핑크스터 아프리카계 

미국인 휴일, 19세기 노예제 폐지론자 Sojourner Truth와 허드슨 밸리에서 그의 삶, 

19세기 준틴스(Juneteenth) 해방 휴일, 19세기 중반 애디론댁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 건설, 20세기 초입 포트 온타리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둔, 대공황기(Great 

Depression) 자연보호봉사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더십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주립공원에서 이러한 행사 개요를 설명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https://parks.ny.gov/history/black-history/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지 보존 사무국은, 매년 7,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선박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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