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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의사당에서의사당에서의사당에서의사당에서 흑인역사의흑인역사의흑인역사의흑인역사의 달달달달 전시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 대개막대개막대개막대개막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전시회는전시회는전시회는전시회는 사회사회사회사회 정의를정의를정의를정의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싸운싸운싸운싸운 아프리카계아프리카계아프리카계아프리카계 미국인미국인미국인미국인 활동가활동가활동가활동가 10분을분을분을분을 조명조명조명조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민들과 모든 미국인을 위해 사회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더들을 기리는 새 흑인역사의 

달 전시회의 대개막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시회는 뉴욕주 의사당 2층 워룸에서 개최되며 

2월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달에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고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 

비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더들을 자랑스럽게 기립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리더들의 유산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주 의사당을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주의 역사와 이 뛰어난 남녀들의 놀라운 공헌을 더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본 새 전시회는 국군, 대중교통 및 공립학교의 인종차별 폐지를 포함한 민권 운동의 

역사를 묘사합니다. 전시회는 또한 오늘날에도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기타 형태의 사회 

진보 이외에도 소수자를 위한 고등교육 및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투쟁을 조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총 10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더들이 그들의 업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1.  Elizabeth Jennings Graham: 전차를 탈 권리를 위해 일어선 교사로서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인종차별 폐지를 선도.  

2.  James Weldon Johnson: 할렘 르네상스의 창설과 발달의 주도적 인물이자 

New York University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수.  

3.  Florynce Rae “Flo” Kennedy: 페미니스트당과 전국 흑인 페미니스트 기구를 

창설한 민권 주창자.  

4.  Bill Lynch: 전 뉴욕시장 David Dinkins의 선출과 주요 업적의 키 역할을 한 

정치 고문 겸 전략가.  

5.  Norman McConney Jr.: 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추진에 헌신한 

정치 고문.  

6.  Constance Baker Motley: 뉴욕주 상원에서 봉직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자 연방판사로 봉직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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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hilip Randolph: 사회 활동가로서 그의 워싱턴 행진 운동은 군 복무에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  

8.  Charlotte E. Ray: 합중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변호사 겸 연방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툰 최초의 여성.  

9.  Cleveland Robinson: 유명한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을 조직한 

노동 리더.  

10. Maria Stewart: 공개 강의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겸 여권에 대해 

최초로 강의.  

 

흑인역사의 달 전시회는 무료이며 일반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뉴욕주 의사당 방문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http://www.ogs.ny.gov/esp/ct/tours/Capito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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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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