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평등권 기념 유산 홍보를 위한 신규 캠페인 발표 

 

여성 참정권 100 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방문자들에게 뉴욕주 평등권 증진 문화유산을 

경험할 것을 장려 

 

신규 TV 광고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 

 

새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브로셔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역사적인 평등권 명소 여행을 

홍보하기 위한 신규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상기 캠페인은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주년 

기념과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V 광고는 로체스터 Susan B. Anthony 자택을 

다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계획된 추가 광고에는 오번의 

Harriet Tubman 자택과 맨해튼 스톤월 내셔널 기념비(Stonewall National Monument)와 

같은 평등권 명소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평등권 증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뉴욕주의 명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만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진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뉴욕주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알 수 있도록 멀리서 방문하는 관광객은 이 명소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뉴욕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평등권 및 관련 명소가 명시된 새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브로셔는 특정 위치에서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www.iloveny.com/equalright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명소 목록에는 노예제도 폐지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참정권과 여성의 권리, LGBT와 인권에 대한 사건 및 

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Women’s Suffrage Commission) 의장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권리 증진에 관한 한, 뉴욕 여성들이 미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뉴욕주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선보이게 되어 

https://www.youtube.com/watch?v=L2z19XN2Rbs
https://www.iloveny.com/equal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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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기쁩니다. 관광객들이 뉴욕주가 선보이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과거의 권리 옹호자들의 유산에 영감을 받아 모두를 위한 동등한 대우 

보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무료 앱인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을 비롯하여 추가 플랫폼으로 뉴욕주는 평등권 관광 명소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 평등권 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EqualRightsinNY 태그를 사용해 이 

명소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됩니다. 

 

뉴욕주는 1848년 최초의 여성 권리 박람회(Women's Rights Convention) 개최에서부터 

2015년 여성 평등 어젠다 통과에 이르기까지, 여성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의장으로 있는 NYS 여성 참정권 위원회(NYS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 14명이 뉴욕주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기념하는 일련의 주 전역 프로그램들을 계획 및 실행합니다. 

 

뉴욕주는 Underground Railroad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노예제 폐지 및 노예제도 반대 

운동의 국가적 리더였습니다. Frederick Douglass와 Harriet Tubman과 같은 노예제 

폐지 지도자들은 뉴욕을 본거지로 삼았으며, Gerrit Smith와 같은 뉴욕 주민들은 

노예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2011년부터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하여 

유례없는 고관광객 유치와 직접 지출을 창출했습니다. 뉴욕은 최근 63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 2억 3,400만 명의 관광객들을 맞이하였으며, 2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4번째로 큰 고용주이며, 

매년 9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뉴욕주에는 미 대륙에서 가장 큰 공원인 애디론댁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랜드마크와, 

쿠퍼스타운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Baseball Hall of Fame)과 코닝 유리 박물관(Corning 

Museum of Glass)과 같은 보물이 자리한 아름다운 관광지 11곳이 있습니다. 스노모빌, 

스키, 스노우보딩, 낚시, 하이킹, 보트 타기, 연중 축제, 13개의 옛 콜로니 중 하나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는 활동까지, 뉴욕주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또한 고급 요리, 음료 트레일, 산지 직송 신선 식품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다채로운 역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paththroughhistory.iloveny.com 을 방문하세요. 모든 관광명소에 관한 

정보는 iloveny.com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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