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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교육, 문화, 금융 기관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기리고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A.472C /S.121B), 뉴욕주립학교들이 대학살에 대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 제공  

   

법안(A.3719A/S.117A), 박물관들이 유럽의 나치 시대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도난당한 

예술품을 인정하도록 요구  

   

법안(A.9338/S.8318), 홀로코스트 배상금에 대한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면제하는 

은행들의 목록을 발표하도록 금융 서비스 부서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교육, 문화, 금융 기관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기리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 패키지는 학교가 수준 높은 

홀로코스트 교육을 제공하고, 박물관이 나치 정권이 훔친 미술품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며, 뉴욕주 금융 서비스 부서(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홀로코스트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하는 금융 기관들의 목록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인으로서, 우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결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견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뉴욕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삶을 만들기 위해 인내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기억을 기리고 미래 

세대들이 이 시대의 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안(A.472C/S.121B)은 뉴욕 학교가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교육부에 1994년 이후 법에 의해 

요구되어 온 홀로코스트 교육에 관한 교육 요건을 주 전역에 걸쳐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NYSED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들이 

어떻게 학교에서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지식의 격차를 줄일 것인지 알리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팽배하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배우고, 대화가 얼마나 어둡고 어렵든지 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알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홀로코스트 교육 법안(Holocaust Education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뉴욕 학생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역사를 가르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Nily Rozic 의원과의 파트너십, 

Kathy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그리고 이 중요한 노력의 첫날부터 저와 함께 싸운 

수많은 지지자들과 단체들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Nily Rozi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말뿐이 아닌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반유대주의가 뉴욕 전역에 퍼지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새로운 법은 뉴욕 학생들에게 증오가 억제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이번 입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지칠 줄 모르는 업무로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모든 단체와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법안(A.3719A/S.117A)은 박물관이 나치 시대에 유럽인들, 주로 유대인 가족들로부터 

훔친 예술 작품들의 기원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는 

제3제국을 부유하게 하고 유대인의 정체성과 문화의 모든 흔적을 없애면서, 약 60만 

점의 유태인 그림들을 약탈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박물관들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인식이나 투명성 없이 이 도난당한 미술품을 전시하고, 이 법은 박물관들이 도난당한 

미술품들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동안, 그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유대인들은 약 60만 

점의 그림들을 도난당했습니다. 오늘날, 나치에 의해 이전에 도난당한 예술품은 뉴욕 

주변의 박물관에 그들이 그곳으로 여행했던 어두운 길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나치에 의해 도난당한 예술작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역사에서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rles D. Lavin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공포와 맞서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된 것과 더불어 셀 수 없이 

많은 굴욕의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 증오와 어떻게 계속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안(A.9338/S.8318)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 부서에 홀로코스트 배상금과 관련된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 기관의 목록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약 3분의 1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배상금을 받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부과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Zellnor My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견뎌온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해 준 것과 Eichenstein 하원의원니과 협력해 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주정부 운영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생존자들에 대한 이러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내년에 이 은행들이 주의 목록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imcha Eichen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Zellnor Myrie 상원의원과 함께 후원한 이 법안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어느 은행이 

배상금 지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견뎌온 우리의 고령의 생존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지불에 대해 기업 거래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 부서(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Adrienne A. Harris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배상금과 

관련된 이체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법으로 

서명하셔서 생존자들이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입법부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DFS는 홀로코스트 청구 처리 사무소(Holocaust Claims 

Processing Office)를 통해, 홀로코스트 생존자, 희생자 그리고 상속자들에게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 연방 및 국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Kupferberg Holocaust Center의 Laura Cohe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요점은 이 비참한 역사의 한 

부분이 어떻게 먼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증오, 희생양에서부터 대규모 잔학 행위와 대량학살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홀로코스트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관인 Asaf Zami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이 역사적인 법안은 지금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빚추고 무서운 

무시가 존재하는 곳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박해와 대량학살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작전에 대한 지식이 줄어들고 있고 증오는 너무 오랫동안 억제되지 않은 채 



상승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호하는 것은 대량학살 파시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집단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건강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의 

홀로코스트 교육 실태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려할 만한 쇠퇴를 해결하도록 옹호해 주신 Anna Kaplan 상원의원, 

Nily Rozic 의원,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 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 신탁 위원회 회장인 Bruce 

Rat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조치를 취해주신 주지사와 주 의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안타깝게도, 연구를 통해 우리 주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너무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홀로코스트를 알지 못하고,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희생자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혐오, 대량 

학살, 진행 중인 난민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위협을 계속 목격하는 

상황에서 반유대주의의 역사와 진화를 조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홀로코스트를 항상 기억하는 기관으로서, 교육 기관은 더 좋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집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UJA 연맹(UJA-Federation of New York)의 Eric S. Goldstei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의 잔혹함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 교육부가 어느 학교에서 이 필수 과목을 

가르치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홀로코스트의 

비판적 교훈이 우리 사회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뉴욕주 UJA 

연맹(UJA-Federation of New York)은 Hochul 주지사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Kaplan 상원의원과 Rozic 하원의원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유대계 미국인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롱아일랜드 지부장인 Eric 

Po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은 

뉴욕의 모든 학생들에게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중추적인 순간 중 하나에 대해 

제대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유대인 사회의 

아낌없는 지지자였고 우리는 그녀가 이 중요한 조치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 관계 협회(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의 Gideon Taylor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뉴욕 시민의 60%가 600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홀로코스트의 쓰라린 교훈을 결코 잊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Nily Rozic 의원과 Ann Kaplan 상원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둘러싼 재정적 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안들이 오늘 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견뎌낸 엄청난 



희생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Simcha Eichenstein 의원과 

Charles Lavine 하원의원 그리고 Zellnor Myrie 상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ADL NY/NJ 지역 책임자인 Scott Richm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반유대주의와 모든 형태의 

증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시급할 수 없습니다. ADL은 지난해 뉴욕 주에서 

발생한 총 416건의 반유대주의 사고를 ADL의 연례 반유대주의 사고 감사에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께서 

서명해 주신 이 중요한 법안 덕분에, 뉴욕은 홀로코스트 교육의 중요한 도구를 통해 우리 

주에서 이 증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바 대학교 홀로코스트 및 대량학살 연구를 위한 Emil A. 및 Jenny Fish 센터 

소장인 Shay Pilnik 박사는 렇게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증오로 가득찬 회가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 물리적 최저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런 악폐들이 우리 주와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교육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역사는 뉴욕주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StandWithUs 지역 책임자인 Avi Posni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ndWithUs는 법안 

A472C/S121A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모든 뉴욕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표준을 제공하도록 홀로코스트 교육 여건을 조사합니다. 반유대 

주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재앙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뉴욕'에서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반유대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 동맹의 반유대주의 

정의(Alliance Working Definition of Antisemitism)'를 채택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최근 선언에 이은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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