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의회 의사당에서 “뉴욕의 아시아계 미국인” 전람회 제막식 거행 

 

전람회는 리더십과 시민참여, 지역 건강, 법률, 고등교육 및 과학 등 5 개 분야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 선구자들의 공로 인정 

 

주지사, 5 월을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의 달로 지정함을 발표  

  

전람회 관련 사진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의회 의사당(State Capitol)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기리는 전람회의 제막식을 거행하면서 5월을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주민의 달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의 아시아계 

미국인: 다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단결하자 (Asian Americans in New York: United 

Our Voices by Speaking Together)”는 전람회의 주제는 뉴욕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엮어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전시회는 뉴욕주 의회 의사당 (New 

York State Capitol) 2층 작전실 (War Room)에서 개최되며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로부터 온 

선구자들의 엄청난 기여를 기립니다. 그들의 공로는 지역사회와 후대에 놀라운 각인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공적 때문에 뉴욕은 그만큼 더 나은 곳으로 되었습니다. 

뉴욕시민들을 대표하여 저는 자랑스럽게 그들의 유산을 기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의 수많은 기여를 축하합니다.” 

  

새로 열린 전람회는 리더십과 시민 참여, 지역사회 건강, 법률, 고등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5명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을 기념합니다. 그들의 기여로 주 전역의 커뮤니티가 강해졌으며 우리 주에 

풍부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AAPI_HeritageMonth_May2017.JPG


다음은 자신들의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5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리더들입니다: 

 

1. Yung Duk Kim 박사: 전 Hyundai Corporation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뉴욕의 한국계 미국인 지역사회에서 리더십과 정치 참여를 지지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2. Setsuko “Suki” Terada Ports: 커뮤니티 활동가로서 그녀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서 에이즈(AIDS)와 관련한 고품질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3. Hon. Lorna G. Schofield: 뉴욕 남부 지구에 연방지방법원 지방판사로서 전국 

최초이면서 유일한 헌법 제 3조의 필리핀계 미국인 연방 판사입니다. 

4. Dr. Satish K. Tripathi: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총장으로서 인도에서 

자란 컴퓨터 공학도로 유명합니다. 

5. Dr. Chien-Shiung Wu: 중국계 핵 물리학자로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으로 과학적 신념을 반박하는 역사를 써냈습니다. 

아시안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 전람회는 대중에 개방하며 무료 입장입니다.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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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gs.ny.gov/esp/ct/tours/Capitol.asp 에서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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