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1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준틴스 축하 성명서 발표  

  

뉴욕주 주도에 블랙 자유 깃발 게양  

  

주 랜드마크에 레드, 블랙, 그린 조명 점등  

  

선포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준틴스(Juneteenth)를 축하하는 선언문을 공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레드, 블랙, 그린 색상의 블랙 자유 깃발(Black Liberation Flag)을 6월 

19일 일요일과 6월 20일 월요일 뉴욕주 주도(New York State Capitol)에 게양하며, 

뉴욕주 랜드마크를 6월 19일 레드, 블랙, 그린으로 점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에서 끔찍한 인종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만에 올해 준틴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준틴스는 이 나라의 아프리카계 노예 

해방과 그 후손을 추모하며 우리가 반성하고 치유받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세대를 거쳐 겪고 있는 구조적 억압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저는 블랙 자유 깃발을 올해 주정부 주도에 게양하여 아프리카계 

지역사회, 가족,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저항에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6월 19일은 1865년 아프리카계 노예 

해방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노예제와 차별이라는 고통스러운 유산은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 있지만, 우리는 정의과 평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 우리 자녀들이 과거의 상처나 

불의의 무게를 견디지 않고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포용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준틴스의 역사를 

기립니다."  

  

1865년 6월 19일 연합군이 남북전쟁(Civil War) 종전을 맞아 텍사스 갤브스톤에 

도착했고 남아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Abraham Lincol이 

해방선언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발표한 후 약 2년 반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 19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날이며 미국의 두 번째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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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Independence Day)입니다. 올해 6월 19일은 일요일이며, 준틴스 공휴일은 

뉴욕주와 연방 수준 모두에서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Jeanette Moy 뉴욕주 일반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틴스를 맞아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헌신을 

기념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우리가 

주도를 비롯한 주정부 건물에 올해 블랙 자유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Hochul 주지사와 

함께 우리사회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구조적인 인종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Kevin Park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원에서 준틴스 

공휴일(Juneteenth Holiday) 법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날은 노예제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자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주와 전국에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합시다!"  

  

Michaelle C.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틴스 공휴일을 맞아, 우리는 

노예제 해방을 기념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힘들게 쟁취한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향해 

진전했는지 파악하고 인종 정의를 위해 계속 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준틴스 공휴일을 

기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licia Hyndm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틴스는 자유를 위한 세대를 걸친 

투쟁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16세기 대서양을 건너 처음 해안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지막 노예가 1865년 텍사스 갤브스톤에서 자유를 보장받았던 때, 

그리고 오늘날 블랙 라이브스(Black Lives) 투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법제화된 것은 준틴스가 주정부 공휴일로 인정받게 되는 촉매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자유의 날(Freedom Day)인 6월 19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행진을 이어갑시다!"  

  

블랙 자유 깃발은 6월 19일 일요일과 공휴일인 6월 20일 월요일에 뉴욕주 주도와 다음의 

주정부 건물에 게양됩니다.  

  

• 할렘 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  

• 포킵시 Eleanor Roosevelt State Office Building  

• 호손 Hudson Valley Transportation Management Center  

• 하우파주 Perry B Duryea State Office Building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올버니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올버니  

• 이그제큐티브 맨션(Executive Mansion), 올버니  



• 해리먼 주정부 건물 캠퍼스(Harriman State Office Building Campus), 빌딩 

18, 올버니  

• 빙햄튼 주정부 사무실(Binghamton State Office Building)  

• 듈스 주정부 사무실(Dulles State Office Building), 워터타운  

• 헨더슨 스미스 주정부 사무실(Henderson-Smith State Office Building), 

호넬  

• 호머 포크스 시설(Homer Folks Facility), 오네온타  

• John H. Hughes 상원의원 주립청 건물(Senator John H. Hughes State 

Office Building), 시러큐스  

• 유티카 주정부 사무실 빌딩(Utica State Office Building)  

•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 오리스카니  

  

또한 주정부 랜드마크는 준틴스를 기념해 6월 19일 일요일 레드, 블랙, 그린으로 

점등합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 주 박람회장 - 메인 게이트 & 엑스포 센터(Main Gate & 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

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페어포트 리프트 브리지(Fairport Lift Bridge)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2df5e2778947710b2908da5087ff6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084255844396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yQPeReqmi0%2FwlebpHRTwOYRw43e17jmNmBgcOmTVKw%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