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1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PBS 방송국에서 방영될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유산에 

대한 뉴욕 주정부의 2023년 헌사 발표  

  

대중들은 1월 13일 금요일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의 무료 특별 상영에 초대  

  

프로그램, 올버니 First Church의 수석 목사인 Mashona Walston 목사가 진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삶과 유산에 대한 뉴욕주의 

연례 기념 행사가 주 전역의 방송 이벤트인 "New York State Celebrates Dr. Martin 

Luther King, Jr.: Paths to Change"가 1월 15일 일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PBS 방송국에서 

방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중들은 또한 1월 13일 금요일 올버니에 있는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헌사 무료 상영회에 참석하거나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나라와 세계의 양심을 일깨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뉴욕은 King 박사의 

비전과 그가 우리 모두에게 심어준 약속의 지속적인 유산을 강조하는 주 전역의 방송을 

방영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 감동적인 헌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박사는 우리 

사회의 기둥 역할을 했고 그의 유산은 우리나라 역사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과 강력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King 박사와 같은 기념비적인 인물에게 경의를 

표하는 뉴욕주 전역의 방송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Hochul 주지사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매년 뉴욕주 일반 서비스 사무국과 다른 뉴욕주 기관 대표들에 의해 조정되는 King 

박사에 대한 헌사는 사회 정의, 자유, 평등을 위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원칙을 구체화한 뉴욕주 전역의 사람들과 단체들을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헌사의 방송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며 시청자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TV 목록이나 지역 PBS 방송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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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Jeanette Mo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할 때, 우리 모두는 더 통합된 사회에 대한 그의 비전에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욕과 이 국가가 평등과 형평성을 위한 요청에 계속 부응해 나갈 때 그의 유산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와 함께 뉴욕 시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King 박사의 꿈을 실현하는 데 일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WMHT 최고경영자 Robert Altm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정의와 권리, 자유에 대한 헌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목소리는 King 

박사의 미국에 대한 비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는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그 메시지를 공유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올버니 First Church의 수석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 사제, 연사, 참전 용사 옹호자 및 

신경 신학자인 Mashona Walston 목사가 진행하는 올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을 뉴욕주 

전역의 가상 투어로 데려갈 것입니다.  

  

버팔로에서 브루클린, 로체스터에서 뉴팔츠에 이르기까지 뉴욕 시민들의 눈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에서 변화할 길을 반영하는 음악, 예술,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삶과 꿈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쇼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Hochul 주지사님의 특별한 Martin Luther King Jr. 데이 메시지  

• 정신적 지도자 Mahatma Gandhi와 Malcolm X와 그들이 King 박사에게 끼친 

영향을 강조하는 "평화의 길(Path to Peace)"에 관한 특집 기사  

• SUNY New Paltz 예술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공연하고 New Paltz 대학원생 Lester 

Mayers가 쓴 오리지널 연극, 2023년 Martin Luther King Jr. 박사 앙상블 노래, 

구어 예술가 Alonzo Verbal의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영감을 주는 공연  

• "미국 문화의 영혼"으로도 알려진 Apollo Theater의 프로필  

• 산 안팎에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노보드 재단인 

SHRED 살펴보기  

  

뉴욕 시민들이 King 박사의 이미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여러분 

모두 채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은 또한 1월 13일 금요일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헌정 특별 상영회를 관람하도록 초대됩니다. 행사는 

무료이며, 가벼운 다과를 위해 오후 6시에 개장하고 프로그램 상영은 오후 7시에 즉시 

시작됩니다.  

  

헌사에 참석하거나 관람하는 것과 더불어, 뉴욕 시민들은 뉴욕주의 Martin Luther King, 

Jr. Student Art and Essay Virtual Gallery를 관람하도록 초대됩니다. 이는 1월 11일 



수요일에서 2월 28일 화요일까지 empirestateplaza.ny.gov/nyking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King 박사의 여섯 가지 

비폭력 원칙에 영감을 받아 제출한 과제물을 특집으로 다룹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뉴욕주는 2월 10일 금요일에 종료되는 Martin Luther King Jr. 박사 

Statewide Food Drive와 2월 20일 월요일에서 4월 21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Martin 

Luther King Jr. Statewide Book Drive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King 박사의 비전을 

완수하는 여러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PBS 회원 스테이션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뉴욕의 King 박사의 삶과 유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empirestateplaza.ny.gov/nyking을 방문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NYSLK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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