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2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의회 의사당 (CAPITOL)에서 새로운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 전시회 개최 발표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전시회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 운동 리더들, 활동가, 작가, 

박애주의자, 북극 탐험가, 용감한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할렘 헬파이터스 연대 

(World War I Harlem Hellfighters regiment)에 경의를 표하는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뉴욕과 관계가 있으며 

우리 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시회는 뉴욕주 의회 의사당 (New York State 

Capitol) 2층 작전실 (War Room)에서 개최되며 2월말까지 진행됩니다.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는 뉴욕의 역사이며, 뉴욕주가 안고 있는 

평등과 공정성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도운 것은 이러한 남녀들의의 행동과 

업적입니다. 저는 주민과 관광객 양쪽 모두 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이 선견지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더들과 위대한 뉴욕 주민들의 공헌에 대해 더 많이 알아 보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올버니 노예 탈출 네트워크 (Albany Underground Railroad)를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노예들을 인도했던 Stephen Myers, 자유를 찾아 도망온 사람들을 캐나다 

국경으로 인도한 Harriet Tubman, 피바디 상 (Peabody award)을 수상한 기자 겸 전국에 

방영되는 전미 공보 프로그램을 진행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인 작고한 Gwen 

Ifill 등으로부터 시작되는 뉴욕의 역사를 통해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기립니다. 

Ifill은 작년에 작고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계속된 팝업 박물관 전시에는 할렘 헬파이터스 (Harlem Hellfighters)의 

장난감 병사와 같은 헌신적 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과 업적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유물 및 문서와 1900년대 초 마담 C. J. 워커 제조회사 (Madam C. J. Walker 

Manufacturing Co.)의 여성판매원들 그룹이 방문 판매했던 미용 관리 용품들이 포함되어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6530549163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6530549163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의사당 (New York State Capitol)에 대한 특별 대여에는 민권운동의 

상징이며 최초로 두드러지게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동 조합을 이끌었고, 1963년의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의 

리더 역할을 한쓔 A. Philip Randolph의 서류 가방, 개인 문서, 중요한 역사적인 편지 

몇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A. 필립 랜돌프 연구소 (A. Philip 

Randolph Institute)가 대여해 준 이 전시물들은 여기에 전시된 후에, 또한 워싱턴 D.C.에 

위치한 새로운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문화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의 영구 소중품 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물에는 

북극 탐험가 Matthew Henson의 개인 소지품과 뉴욕시의 탐험가 클럽 (The Explorers 

Club)에서 대여한, Robert Peary 탐험대장이 이끄는 역사적인 1909년 북극점 탐험에서 

사용된 범선 Roosevelt호의 모피 장갑 및 나침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더들 (알파벳 순서로 나열)은 이 전시회에서 그들이 성취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Marie M. Daly (1921 – 2003):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후 획기적인 연구원이자 브롱크스 소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의 교수가 되어 다른 소수 민족 학생들이 

과학에 입문하는 것을 도운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Frederick Douglass (1818 – 1895): 노예제 폐지론자, 세 권의 자서전을 쓴 베스트 

셀러 저자, 자기 시대의 저명한 지식인, 로체스터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 

  W. E. B. Du Bois (1868 – 1963): 초기 민권 운동 리더, 나이아가라 운동 (Niagara 

Movement)의 발기인, 사회학자, 역사가, 민권 운동가, 뉴욕시의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잡지 더 

크라이시스 (The Crisis)의 편집장. 

  Shirley Chisholm (1924 – 2005): 교육자,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방 하원의원, 

대학 교수, 대중 연설가. 

  제 369 보병 연대 “할렘 헬파이터스 (Harlem Hellfighters)” (1917 – 1918): 제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외 파견군과 함께 참전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대. 

  Matthew Henson, (1866 – 1955): 약 23년 이상 7 번의 항해에서 Robert Peary 

탐험대장의 오른팔로서 북극을 탐험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탐험가이자 오랫동안 

뉴욕시에 거주한 뉴욕시 주민 

  Gwen Ifill (1955 – 2016): 정치 기자, PBS “뉴스아워 (NewsHour)”의 공동 앵커이자 

“워싱턴 주간 서평 (Washington Week in Review)”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된 전미 공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된 베스트셀러 작가. Ifill은 

퀸즈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버펄로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공공 주택에서 수년간 

살았습니다. 

  Constance Baker Motley (1921 – 2005): 20세기의 주요 민권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뉴욕시의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 법률 팀의 통합 멤버로 활동한 컬럼비아 



로스쿨 (Columbia Law School) 졸업생, 맨해튼 자치구 대표 (Manhattan Borough 

President)재직한 첫 번째 흑인 여성, 연방 판사로 일한 첫 번째 흑인 여성, 연방 지방 

법원 판사로 재직한 첫 번째 흑인 여성. 

  Stephen Myers (1800 – 1870): 노예 출신의 저명한 신문인 텔레그레프 앤 템퍼런스 

저널 (The Telegraph and Temperance Journal)의 발행인, 활동가, 올버니 노예 탈출 

네트워크 (Albany Underground Railroad)의 리더. 

  Ted Poston (1906 – 1974): 주류 신문인 뉴욕 포스트 (New York Post)에서 일한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자 중 한 명, 1949년 초기 민권 운동 시절 (Civil Rights Era) 

인종 차별적인 플로리다 강간 재판을 포스트 (Post) 신문기자로 취재하여 수상한 작가,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에게 자문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책 고문들의 비공식적인 

그룹인 “흑인 내각 (black cabinet)” 위원. 

  A. Philip Randolph (1889 – 1979): 20세기 주요 민권 운동 리더 중 한 명이자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만든 노조인 침대차 포터 형제단 (Brotherhood of Sleeping Car 

Porters)을 조직하고 이끌었던 뉴욕시의 오랜 주민. 초기 민권 운동 (Civil Rights 

Movement)에서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제 2차 세계대전 중 방위 산업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1941년 행정 명령 8802호 (Executive Order 8802)를 발급하도록 촉구. 

뿐만 아니라 1963년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의 리더 역할 수행. 

  Bayard Rustin (1912 – 1987): 할렘의 장기 거주민, 민군 운동 리더, 공공연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동성연애자, Dr. 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고문, 1963년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의 

주요 발기인  

  Arturo Alfonso Schomburg, also Arthur Schomburg (1874 –1938): 스스로 수집한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 예술, 자료 등이 할렘의 뉴욕 공공 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 분관의 흑인 문화 연구를 위한 숌버그 센터 (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의 기초가 된 할렘 르네상스 (Harlem Renaissance)의 역사가, 작가, 

활동가. 

  Mabel Keaton Staupers (1890-1989): 흑인 정규 간호사 전국 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olored Graduate Nurses) 사무총장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 중 간호사의 

인종 장벽을 허물어뜨린 데 도움을 준 할렘 주민이자 간호사.  

  Mary Burnett Talbert (1866- 1923): 교육자, 미국인 웅변가, 버펄로 활동가, 참정권 

확장론자, 교사, 개혁가, 나이아가라 운동 (Niagara Movement)의 발기인. 

  The Rev. Gardner Taylor (1918 – 2015):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침례 교회인 

베드포드 스타이베선트의 주 예수 콩코드 침례 교회 (Concord Baptist Church of 

Christ)의 담임 목사로 42년 동안 봉직한 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성직자.  

  Franklin A. Thomas (b. 1934): 포드 재단 (Ford Foundation)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사장이자, 베드포드 스타이베선트에서 자랐고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학부와 로스쿨을 다닌 뉴욕시의 전직 연방 검사. 

  Harriet Tubman (1820 – 1913): 노인 옹호자 및 여성 참정권 옹호자가 된 오번에서 

거주한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노예 탈출 네트워크 (Underground Railroad)의 리더. 



  Madam C. J. Walker (1867 – 1919):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에게 가사일 

외의 첫 번째 취업 기회를 제공했던 마담 C.J. 워커 제조 회사 (Madame C. J. Walker 

Manufacturing Company)를 창립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업가, 박애주의자, 정치 및 

사회 활동가.  

  Robert C. Weaver (1907 – 1977): 뉴욕주 최초의 흑인 내각 위원인 뉴욕주 렌트 

커미셔너 (New York State Rent Commissioner)로 재직했던 미국 국무부 주택 도시 

개발부 (U.S.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내각 위원.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전시회는 무료이며 일반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의사당 (New York State Capitol) 방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ogs.ny.gov/esp/ct/tours/Capitol.asp에서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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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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