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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SOJOURNER TRUTH'로 명명된 새로운 주립 공원 발표  

  

19세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허드슨 밸리 원주민, 노예 폐지론자, 참정권론자에게 헌정  
  

킹스턴과 얼스터 타운의 허드슨 강 연안에 있는 옛 시멘트 생산 공장 1,350만 달러 
인수  

  

주립 공원, PIPC는 새로운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 Scenic Hudson과 협력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흑인 역사의 달과 여성 역사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얼스터 카운티에 있는 허드슨 강 연안을 따라 500에이커 이상의 옛 산업재산을 조성할 

새로운 주립공원을 19세기 흑인 노예폐지론자이자 참정권론자인 Sojourner Truth의 

이름으로 명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킹스턴 시의 첫 번째 주립 공원이 될 

것이고 2019년 7월 이후 첫 번째 새로운 주립 공원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절벽과 함께 매우 웅장한 소유물에 

어울리며 허드슨 해안선은 바로 이곳 얼스터 카운티에서 삶을 시작한 놀라운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Sojourner Truth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녀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 주의 고무적인 역사에 영향을 준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97년 얼스터 카운티 에소푸스에서 노예로 태어난 Isabella "Bomefree" Baumfree는 

뉴욕에서 법적 노예화가 끝나기 1년 전인 1826년에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828년, 그녀는 딥 사우스에서 노예로 팔려나간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백인에 대해 법정에서 이긴 첫 

번째 법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깊은 신앙관을 따라 그녀는 유색인종들과 여성들에 의해 견딘 가혹한 불평등에 

대해 '진실' 을 말하면서 떠돌이 설교자로서 여행했습니다. Sojourner Trurth라고 

이름을 바꾼 그녀는 19세기 전국적인 폐지론 및 보통 선거권 운동을 주장하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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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인 목소리를 낸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 동안, 그녀는 북군을 위해 남자를 

모집했고, 새로 해방된 노예들을 돕는 기관인 프리드먼 사무소(Freedmen's 

Bureau)에서 일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보편적 투표권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Sojourner Truth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이 투표권을 받은 후인 

1883년에 사망했지만, 여성 참정권의 전국적인 채택은 여전히 40년 전의 일입니다.  

  

2020년 8월, 주립 공원은 얼스터 카운티 하이랜드에 있는 허드슨 주립 역사공원 길의 

서쪽 입구에 그녀의 동상을 설치하고 그녀의 후손 중 한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그것을 여성 참정권 100주년 기념식에 헌정했습니다.  

  

주립 공원은 비영리 환경 단체 Scenic Hudson과 협력하여 이전에 대규모 민간 개발 

계획이었던 이 새로운 공원을 위한 토지를 보호했습니다. 주립 공원에 의한 1,350만 

달러의 구매에 대한 기금은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재산의 약 4분의 3이 킹스턴에 있고, 잔액은 얼스터에 있습니다.  

  

한때는 시멘트 생산, 벽돌 제조, 채석, 얼음을 수확했던 곳이었지만, Hudson River 

Brickyard Trail이 이미 그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과 

킹스턴 그린라인의 일부인 이 포장된 트레일은 트레일을 관리하는 킹스턴시와 씬 

허드슨 시의 프로젝트로 2020년 12월에 개통되었습니다. 그곳은 허드슨 강과 

1840년대부터 시멘트 생산을 이끌었던 150피트 높이의 석회암과 사암 절벽의 장관을 

제공합니다.  

  

주립공원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은 뉴욕에서 일찍이 

저명한 목소리를 냈고 나중에는 폐지 및 여성의 권리를 위해 국가의 목소리를 높인 

Sojourner Truth를 기리기 위해 우리의 새로운 공원을 명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문객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공원은 또한 이 

지역의 산업과 토착 역사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허드슨 강의 생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공원은 킹스턴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 

레크리에이션 관광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주요 허드슨 밸리 관광 명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중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lisades Interstate Parks Commission의 Joshua Laird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주립 공원이 Sojourner Truth와 폐지론자와 여성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로서 그녀가 남긴 강력한 유산을 기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전의 산업 부지를 간척한 것을 허드슨 강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답고 극적인 풍경으로 해석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Hochul 

주지사, State Parks 커미셔너 Kulleseid,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준 

Scenic Hudson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Scenic Hudson의 Ned Sullivan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 좋은 허드슨은 

Hochul 주지사가 Sojourner Truth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이 공원을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한 

그녀의 용기와 힘찬 목소리를 통해, 그녀는 매우 중요한 진행 중인 대의에서 여전히 

강하게 공명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역사가 풍부하고 대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대한 재산을 국가가 인수하도록 이끌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와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공원 시스템에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진정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단계이며, 우리는 이 보존 조치에 대한 그들의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치 좋은 허드슨은 주립 공원, 팰리세이드 주간 공원 위원회, 

킹스턴과 얼스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산업 

부지를 야외, 이 지역의 토착민 및 노동 유산, 그리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독특한 조합으로, 저는 Sojourner 

Truth 주립 공원이 이 지역의 최고의 레크레이션 목적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 Scenic Hudson의 

관대한 지지자들, 수년 전 개발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해 준 Scenic Hudson 

Board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주립 공원은 올 봄 수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주차 및 하이킹 코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Hudson River Brickyard 

Trail을 제외하고 이 부동산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Scenic Hudson은 이미 

그 재산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주립 공원, Scenic Hudson, 팰리세이드 주간 공원 위원회는 Sojourner 

Truth 주립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5년 

계약에 따라 공원을 운영하는 Scenic Hudson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파트너들에 의해 더 많은 회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Michelle Hinch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킹스턴시를 뉴욕 주립 공원 

시스템에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비전 있는 노력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주 정부 기금 20만 달러를 

확보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카운티, 주, 국가의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 중 한 명인 Sojourner Truth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에 

최초의 녹색 공간 편의시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유서 깊은 이 땅을 우리 시의 

첫 주립 공원으로 자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킹스턴에 이 획기적인 투자를 

해주신 Hochul 주지사, 주립 공원, 그리고 Scenic Hudson에 감사드립니다."  

  

Kevin Cahi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지사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그녀의 지식과 관심,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이 공원을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하나인 Sojourner Truth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고 적합한 처사입니다. 그곳은 해안선에서 불과 수백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슬레츠버그와 론두트 크리크에 이르는 곳이었다. 당시 Isabel 

Bumford라는 어린 소녀였던 Truth는 매일 몇 마일을 걸어서 이동하며, 스켈리팟 

뗏목을 타고 크리크 강을 건넜고, 그녀의 노예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술집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포트 에웬의 중심에 서 있는 동상은 이 젊고 착취당했지만 

강하고 결연한 10대 소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노예의 

공포로부터 예외가 아님을 적나라하게 일깨워줍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조들 중 

일부는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데 있어서 어른과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의 이름은 Sojourner Truth의 모든 위대함과 그녀가 자유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고, 역경에 맞서 힘을 보여주고 한 나라에게 영감을 줍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잠시 멈춰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 중요한 국가 지도자의 

집으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Kingston Land Trust의 Cultural Engagement and Sustainable Living 실무 책임자인 

Shaniqua Bowd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감적인 챔피언인 Sojourner 

Truth의 이름을 딴 이 공원은 그녀의 놀라운 영웅주의의 삶과 유산에 대한 엄청난 

영광이자 헌신입니다. 이 땅이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 필수적인 자연의 마법과 상호 

연결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깊게 하는 활성화와 원기 회복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Hudson River Valley Greenway 실무 책임자인 Scott Kel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journer Truth 주립 공원은 뉴욕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레크리에이션, 개방된 공간, 그리고 생태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허드슨 강의 상징적인 

사유지입니다. 향후 공원 개선은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와 킹스턴과 얼스터 

카운티의 Empire State Trail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Hudson River Brickyard Trail로 

인해 만들어진 공공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킹스턴 Steve Noble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방치된 후, 이 고유한 

도시풍의 부동산이 개방되어 킹스턴 주민들이 숨막힐듯한 멋진 경치, 놀라운 산책로, 

그리고 아름다운 허드슨 강 수변에서 처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여 킹스턴의 모든 주민과 주변 지역 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가 우리의 

공원과 개방된 공간에 헌신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Sojourner Truth의 유산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폐시멘트 사일로와 두 개의 이전 시멘트 산업 구조물은 현장 안전을 

개선하고 향후 프로그램 및 행사를 위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허드슨 강 벽돌 야드 트레일에서 볼 수 있는  시멘트 산업의 많은 저층 구조물뿐만 

아니라 현장의 벽돌 제작 시기의 굴뚝과 노새 헛간을 포함한 나머지 구조물들은 

해석되어 경관에 통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있던 이전의 

채석장들은 물로 채워져 있고,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물고기 개체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은 1600년대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추방되기 전까지 킹스턴 지역에 

거주했던 레나페 에스포스 부족의 전통적인 고향의 일부입니다. 에소푸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외에도, 이 사이트는 산업 역사, 지질학, 우리의 자연 환경의 복원력, 

그리고 뉴욕주와 국가의 발전에 있어 허드슨 밸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Scenic Hudson이 매입하기 전에, 이전의 시멘트 광산과 가공 시설은 1,682채의 혼합 

용도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Scenic Hudson 매입은 자선가 Eric과 Wendy Schmidt, 월브리지 기금, 더 PCLB 

재단, 허드슨 리버 파크랜드 인수를 위한 캐스린 W. 데이비스 기금, Carolyn Marks 

Blackwood, Will Nixon, Illiana K. van Meeteren, Sue Sie, Steven Holl 및 Robert 

Lonergan을 포함한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20년에 7,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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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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