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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M. 쿠오모 |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여성참정권위원회 출범 발표 

 

여권운동 발상지인 세니커폴스에서 14인 위원회 주최로 창립총회 개최 

 

Kathy Hochul 부지사,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체 차원에서 뉴욕주의 

여성참정권을 경축하는 일련의 사업 계획을 주관할 뉴욕주 여성참정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4인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뉴욕주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지 100년째가 되는 2017부터 수정헌법 19조가 

승인된 2020년까지 여성참정권 기념 의식과 행사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세니커폴스에서 여권운동이 태동한 1848년부터 역사적인 2015년의 여성 

평등 어젠다(Women's Equality Agenda)까지 언제나 여권운동의 선두에 서 왔다", 

면서 Cuomo 주지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세기까지 우리 주와 

국가가 이룩한 진보를 되돌아보면서도, 또한 진정한 평등을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후 3년간 여성 평등의 메시지를 주 전역에 전파하면서 여성의 성취와 역사에 

대한 기여를 축하할 것", 위원회 의장 Kathy Hochul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의 최상위 선출직 여성으로서 저는 스스로 큰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우리가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뉴욕주 여성참정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10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mmission)는 Betty Little 상원의원과 Aileen Gunther 

하원의원이 지지하여 지난 11월 Cuomo 주지사가 법제화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창립총회 때, 위원회 구성원들은 향후 3년간 여성의 역사적 성취를 집중 조명할 

기념사업 계획의 대체적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대표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Rose Harvey - 공원·휴양·역사보존국장 

 

 Jennifer LeMack 박사 - 뉴욕주립박물관 역사 전시 관리장(교육국장이 임명) 



 

 Howard Zemsky - Economic Development 프레지던트, CEO 겸 커미셔너 

 

 Dare Thompson - 뉴욕주 여성유권자연맹 총재 

 

 Noemi Gazala - 여성권리국립역사공원 관리 책임자 

 

 Deborah Hughes - 수전 앤서니 박물관(Susan B. Anthony Museum and House) 

관장 

 

 Sally Roesch Wagner - 마틸다 조슬린 게이지 재단(Matilda Joslyn Gage 

Foundation) 이사 

 

 Susan Zimet - 2020: Project Women, Inc. 사장 

 

 Kathleen Neville - 뉴욕자선위원회(New York Council for the Humanities) 위원 

 
 

또한, 피지명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Kathy Hochul - 부지사(Cuomo 주지사가 임명) 

 

 Betty Little 상원의원(상원 임시 의장이 임명) 

 

 Eve Waltermaurer - 뉴욕주립대학교 뉴팔츠 캠퍼스 벤자민센터 연구평가 

책임자(하원 의장이 임명) 

 

 Velmanette Montgomery 상원의원(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임명) 

 

 Christina Lotz - 세니커 카운티 서기(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임명) 

 
 

뉴욕 주는 Lucretia Mott와 Elizabeth Cady Stanton이 조직하여 1848년 7월 19일과 

20일 세니커폴스에서 개최된 사상 최초의 여성권리대회의 본고장입니다. 그로부터 

69년 후 1917년 11월 6일, 뉴욕주 여성들은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3년 후에는 

수정헌법 19조가 승인되어 모든 여성들에게 미합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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