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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800만 달러 투자 

약속  

   

주정부 기금, Renowned Research Library 및 Center of Black Culture를 위한 수리 
및 개선에 투자할 예정  

  

역사적인 이웃과 문화를 위한 일주일간의 기념 행사인 할렘 위크 동안 이루어진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할렘에 있는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촘부르크 센터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기숙사 관리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이 

자금은 건물 외관의 재단장, 창문과 지붕의 교체, 그리고 안전 개선과 에너지 절약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DASNY는 또한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서비스와 건설 

관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할렘의 광범위한 문화와 역사를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할렘 위크(Harlem Week) 기간 동안 이루어 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으로, 우리는 이 빌딩을 단지 

표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는 도서관, 연구 기관, 커뮤니티 허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흑인들을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할렘 

위크에는 흑인 뉴욕 시민들이 우리 도시, 우리 주, 그리고 우리나라에 풍부한 기여를 한 

것을 기리는 촘부르크 센터와 같은 훌륭한 기관을 지원하는 데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국 역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우리의 연합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대변해 줍니다. 세계 최고의 흑인 문화와 역사 기관 중 하나인 뉴욕 공공 

도서관의 촘버그 센터의 벽 안에 살고 있는 풍부한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로서의 우리의 집단적 목적, 즉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성취하는 

것에 항상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뉴욕 공공 도서관의 유명한 연구 도서관 중 하나인 촘부르크 센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및 아프리카 경험에 초점을 맞춘 자료의 연구, 보존 및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문화 기관입니다.  

   

1925년에 설립되어 2017년에 국립 역사 랜드마크로 명명된 촘부르크 센터는 뉴욕 공공 

도서관의 연구 부서이며 책, 원고, 악보, 사진, 예술 작품, 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 등 전 

세계 흑인 역사, 예술 및 문화의 풍부함을 조명하는 1,100만 개 이상의 항목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래밍 및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푸에르토리코 태생의 흑인 학자이자 

서지학자인 Arturo Alfonso Schomburg의 기초 컬렉션과 함께 설립된 촘부르크 센터는 

전 세계 흑인 역사를 기록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촘부르크 

센터는 100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DASNY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Reuben McDaniel II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ASNY는 

촘부르크 센터의 매우 중요한 업무와 뉴욕과 세계 흑인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센터로서의 

지위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촘부르크 센터는 흑인 문화와 경험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로서 전형적인 뉴욕의 기관입니다. 할렘의 이웃들을 대표해 뉴욕을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Cordell Clear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렘 주민들과 촘부르크에 대한 

주지사의 헌신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촘부르크는 문자 그대로 전 세계 

흑인들의 역사를 구현한 곳이자 보고입니다. 오늘 발표된 필수 펀딩은 미래 세대가 

지속적인 영감, 지식, 역사의 원천인 Schomburg에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Robert Jacks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는 

세계적인 흑인 역사, 예술,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할렘에 있는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 개선에 800만 달러를 지원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할렘의 문화 생활의 중심인 이 투자는 세계 

최고의 문화 기관 중 하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연구 분야의 

선도적인 국립 연구 도서관으로 계속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ez Dicke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공공도서관과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촘부르크가 인정받고 자금을 대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이 섬세하고, 강하고, 우뚝 솟은 

정원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imberly Jean-Pierr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촘부르크 센터에 대한 

8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안전이 개선될 것입니다. 촘부르크 센터는 

흑인의 역사, 문화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투자로 

촘부르크 센터는 앞으로 수년간 유명한 도서관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Eddie Gibb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렘의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의 

외관은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문화만큼이나 아름답고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촘부르크 센터를 보수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흑인 역사를 기억하고 흑인 문화를 

축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Manny De Los Santo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는 

우리 상부 맨해튼 공동체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상징적인 뉴욕 공공 

도서관 위치가 앞으로도 수년간 뉴욕 시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hi Ossé 뉴욕시 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촘부르크 센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촘부르크 센터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며, 

과감하게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흑인의 역사는 미국의 기초와 건설자들의 

역사입니다. 센터에서의 지속적인 연구와 탐구는 흑인 커뮤니티와 모든 뉴욕 시민에게 

영구적인 선물이며, 저는 투자가 그 안에 있는 일의 가치관에 걸맞게 구조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러한 헌신에 대해 Hochul 주지사를 칭찬하고 

감사드리며, 뉴욕과 미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 공공 도서관 최고 운영 책임자인 Iris Weinsha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과 촘부르크 흑인문화연구센터는 Kathy Hochul 주지사가 올해 촘부르크에 

자본금 8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보조금은 

흑인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세계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또 다른 세기를 

기념하기 위해 이 중요한 기관을 미래에 보호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촘부르크 센터의 Joy Bivins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촘부르크 센터에 대한 

Hochul 주지사님의 기금 지원은 우리가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그대로 지탱해 줄 

것이며, 앞으로도 흑인 디아스포라 역사의 보존과 탐구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과 직원에게 연구, 학습, 작업 및 발견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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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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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ce8089632464b1d2e8208da80756ec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5391036221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mFYa3oX%2Fs9iJ%2B0T24OISF49%2FuM6DESgvd9%2BL40XtBY%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F3A462E1516344B0852588A1005F3FB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ce8089632464b1d2e8208da80756ec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5391036221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o2zWhTkquIALtOn5OeYwSnYqtvHJCwEmtS2ZTpIZPg%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