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수정 헌법 제19조 통과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서 깊은 역사적인 

SUSAN B. ANTHONY 유년 저택의 보존 및 안정화 발표  

  

워싱턴 카운티 부동산에 대한 향후 재사용을 허용할 예정  

  

인접 역사 유산의 접근성 및 주자 개선을 위해 구매 계약 체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 헌법 제19조 

100주년(100th Anniversary of the 19th Amendment)을 기념하여 워싱턴 카운티의 

저명한 19세기 여성 권리 운동가 Susan B.Anthony가 유년 시절 주택을 보존 및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Battenville의 29번 도로(Route 29)에 위치한 

지어진 2층짜리 벽돌 주택에서 실시되는 공사에는 지붕, 석조 및 배수 개선, 몰드 재건 및 

물 손상 해결 등이 포함되며, 9월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택은 1832년에 

지어졌으며 Anthony가 13세부터 19세까지 거주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수많은 진보적 행동의 발상지였습니다. 특히 세네카 

폭포(Seneca Falls)에서 시작되어 Susan B. Anthony, Elizabeth Cady Stanton 등 수 많은 

전설적인 뉴욕 주민이 참여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이 그러합니다. 여성 투표권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는 또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뉴욕은 

모든 사람을 위해 더 큰 평등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섣노할 것이며,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미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보존하고 강화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정 헌법 제19조 비준 기념일에 이러한 

공사 계획은 워싱턴 카운티에 위치한 Susan B. Anthony 유년 주택을 안정화하여 해당 

부지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로체스터에 위치한 Susan B. Anthony 하우스 및 

박물관(Susan B. Anthony House and Museum)은 세계 최고의 혁명가들의 역사를 

보여주며,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에 위치한 Anthony의 유산을 보존할 것입니다. 여성 

권리 운동의 발상지로서, 뉴욕은 미국에서 투표권을 보장한 첫 번째 주요 주정부로서 

수정 헌법 제19조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Susan B. Anthony은 1820년 출생이며, 올해는 그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폐지와 절제를 

주장한 Quaker 가족의 자녀로 태어난 그는 워싱턴 카운티, 배튼빌, 그리고 이후에는 센터 

폴스에서 1826년부터 1845년까지 가족이 로체스터로 이주하기 전에 6세에서 25세 시기 

거주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695,000 달러의 안정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이 Anthony 가족이 

거주했던 곳의 옆에 위치한 유서 깊은 선술집을 포함하여 인근 부지 4 에이커 규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지원을 받는 130,500 달러 규모의 이번 구매건은 향후 Anthony 

주택을 위한 적합한 주차장을 건설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 용도를 위해 

단계적으로 건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준비 공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우리 

뉴욕주의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Susan B. Anthony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에는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양호한 상태로 주택을 보존하여 언젠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화 프로젝트는 Carrie Woerner 뉴욕주 하원의원이 제공한 250,000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뉴욕 웍스(New York Works),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배튼킬 리버(Battenkill River) 인근의 방직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아담스에서 

이주한 Anthony의 아버지는 1832~33년 배튼킬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13세의 나이에 

Susan은 이스턴 소사이어티 오브 프렌즈(Easton Society of Friends)에 합류했습니다. 

Anthony 가족은 1837년 국가 금융 침체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고 1839년에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과거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은 주립공원(State Parks)가 담보권 

행사를 통해 2006년 1 달러에 구매하였고, 당시 주택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1906년 86세의 나이로 사망한 Anthony는 여성의 권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1920년 수정 헌법 제19조의 통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체스터에 

묻혔습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san B. Anthony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작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헙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그의 성취와 용기, 어떠한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성 선거권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는 미국 헌법의 이상이 실제로 더욱 나은 개인, 그리고 더욱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 놀라운 여성의 삶을 기릴 것입니다."  

  

Carrie Woer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니치의 Susan B. Anthony 

저택(Susan B. Anthony House)이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서 깊은 주택의 복원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보한 250,000 달러와 더불어, NYSOPRHP의 자금 지원은 주택 인프라를 

수리하고 유지할 수있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통한 Susan B. 

Anthony의 국가에 대한 기여는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수정 헌법 제19조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저는 워싱턴 카운티에 있는 그의 주택이 수많은 세대가 방문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생명을 불어넣게 되어 기쁩니다. 지방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헌신과 끊임없는 열정은 이 유서 깊은 부지의 회복에 필수적이었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기쁩니다."  

  

Evera Sue Clary 세일럼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배튼킬의 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여성을 지원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Susan B. Anthony는 여성의 힘, 

투표의 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의 유산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Donald Ward 그리니치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니치 타운은 Anthony 주택 

재건을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주택은 여성 투표권을 위해 싸웠던 참정권 

운동 참가자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SBA 주택이 그리니치를 방문하고 이곳의 

영웅을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ay Skellie 잭슨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택을 수천 번도 넘게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저의 가족이 소유한 부지와 뒤로 맡닿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친척들 중 일부는 그곳에 방문했고 할머니는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Susan B. 

Anthony가 그곳에서 겪은 경험이 미국에서 여성의 역사를 변화시킬 인생의 여정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라토가 카운티 여성 유권자 리그(League of Women Voters of Saratoga County) 

공동 대표인 Ann Kri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이번 수정 헌법 제19조 비준 

100주년을 기념하여 참정권 운동가 Susan B. Anthony의 유년 저택을 보존하기 위한 

공사 실시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올해는 또한 전국 여성 참정권 

연합(National Woman Suffrage Association)이 여성 투표권자 리그(League of Women 

Voters)로 변모한 100주이기도 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New York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은 iOS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3htvzPzLQQb-NHDC4V1AS-lwc6oxmmNMOuFWAOzb3DxyWl1QUy7YCAFodHRwczovL3BhcmtzLm55Lmdvdi8.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E3H5yLFQQBBKpC17B8jJQYDiPoffHszRYMMMU1114uVyWl1QUy7YCAFodHRwczovL3d3dy5mYWNlYm9vay5jb20vbnlzdGF0ZXBhcmtz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E3H5yLFQQBBKpC17B8jJQYDiPoffHszRYMMMU1114uVyWl1QUy7YCAFodHRwczovL3d3dy5mYWNlYm9vay5jb20vbnlzdGF0ZXBhcmtz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qkuA_eRkW1-4YadEKs8t9p9q8vSvhwF2O_EuUvPzN4NyWl1QUy7YCAFodHRwczovL3R3aXR0ZXIuY29tL05Zc3RhdGVwYXJrcw..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qkuA_eRkW1-4YadEKs8t9p9q8vSvhwF2O_EuUvPzN4NyWl1QUy7YCAFodHRwczovL3R3aXR0ZXIuY29tL05Zc3RhdGVwYXJrcw..


 

 

방문하십시오.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 

앱 또는 애플 스토어(Apple Store),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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