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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스트 리버 주립공원을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MARSHA P.
JOHNSON에게 헌정한다고 발표

그녀의 75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Marsha P. Johnson 주립공원은 성소수자 및 유색인
성전환자 여성을 기리는 뉴욕 내 첫 번째 주립공원이 될 예정
주정부는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Marsha P. Johnson 및 성소수자 운동을 기념하는 공공
예술을 설치할 예정 - 개장 이후 공원에 대한 최대 투자
영상 확인은 이곳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에 있는 이스트 리버 주립공원(East River
State Park)을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가인 고 Marsha P. Johnson을 위해
헌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75번째 생일을 맞아 Marsha P. Johnson
주립공원(Marsha P. Johnson State Park)은 성소수자 및 유색인 성전환자 여성을 기리는
뉴욕 내 첫 번째 주립공원이 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Johnson의
삶과 성소수자 인권 발전에서의 그녀의 역할을 기념하는 공공 예술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개장 이후 공원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및 전국에서의 진전을 추진한 소외되었던
목소리들은 너무나 자주 인정받지 않으며, 공적 기념비와 기념물의 일부만을
차지합니다. Marsha P. Johnson은 성소수자 운동의 초기 지도자 중 한 명이었으며,
지금에서야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이 주립공원을
헌정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공예술을 설치하여 그녀의 기억과 평등을 위해
싸운 일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50년 이상 전부터 스톤월
항쟁(Stonewall Uprising)과 함께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자랑스러운
발상지였습니다. 오늘, 성소수자 영웅인 Marsha P. Johnson을 인정하여 첫 번째로
뉴욕의 주립공원을 헌정합니다. 마샤 Marsha P. Johnson 주립공원은 모두를 위한
동등한 권리와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끌었던 유색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존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과 함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평등과 인종 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의 통과와 대리모 합법화로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분열과 증오를 없애고 모두를 위한 진정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름 변경과 관련하여 주립공원은 공공 예술의 첫 번째 단계를 설치했습니다. 두 곳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장식 외벽 울타리 입구 스크리닝이 Marsha P. Johnson을 기립니다.
켄트 애비뉴(Kent Avenue)의 노스 8번가(North 8th Street) 메인 게이트, 노스
7번가(North 7th Street)와 켄트 애비뉴의 코너. 화려한 꽃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으로
알려진 이 디자인은 Marsha의 스타일과 색상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 공원은 Marsha의
삶과 성소수자의 권리 및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를 촉구한 그녀의 역할을 설명하는 설명식 표지판을 배치했습니다.
2021년 여름까지 추가로 개선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새로운 파크 하우스/교육 센터: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교실 공간, 공공 욕실, 공원
경비원 스테이션 및 작은 유지보수 공간 등 공공 공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1200
제곱피트의 시설은 현장의 철도에서 바지선으로의 운송 역사를 반영하기 위해
컨테이너 스타일로 지어졌으며, Joseph Lentol 하원의원 및 뉴욕시 의회 의원
Steve Levin의 보조금으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Marsha P. Johnson 아트 설치: 성소수자 운동의 다른 자료와 함께 Marsha P.
Johnson의 삶을 기념하는 추가 삽화와 해석 자료가 유서 깊은 두 개의 긴 평행
갠트리 기초 벽에 설치되어 자연 야외 갤러리를 만듭니다. 주립공원은 디자인 및
콘텐츠에 대해 뉴욕시 성소수자 지역사회와 상담할 것입니다.
공원 전역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스모가스버그(Smorgasburg) 및 기타 공원
및 지역사회 행사를 주최하는 크지만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콘크리트 패드를
재활용하고, 현장의 산업/상업적 유산을 더 잘 반영하는 공원 가구를 추가하고,
갠트리 벽을 복구하고, 빗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울타리 스크리닝 및 Marsha P Johnson 설치물로 조율된 장식용 외벽 처리로 기존
창고 건물을 장식.

성소수자 권리 및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 면역 결핍증 치료에 대한 거침없는
옹호자로 알려진 Marsha는 1969년 스톤월 항쟁의 저명한 지도자였고, 나중에 가족이
거부한 성소수자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에 피난처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8월 24일에 태어나 만 46세로 1992년에 사망했습니다. 2012년에 재개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게이해방전선(Gay Liberation Front)의 창립 멤버이자 액트 업(ACT UP)의
활동가였고 Sylvia Rivera와 함께 스타(Street Transvestite Action Revolutionaries,
S.T.A.R.)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난 Marsha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리니치 빌리지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고난과 정신 질환으로 인한 몸부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주의로 바꾸어 액트 업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뉴욕시에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 면역 결핍증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의 임무 중 하나는
국가의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하고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성소수자 지역사회를 위해 이러한 진전을 이룬 Cuomo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Brian Kavanaug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을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유색인 트랜스젠더를 위해서는 더 많습니다. 저는 이스트 리버 주립공원이 Marsha P.
Johnson을 기념하여 이름을 바꾸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그녀를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포용적인 지도자이자 활동가로서 기억합니다."
Joseph Lento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sha P. Johnson은 성소수자
지역사회의 선구자였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절대 잊혀서는 안 됩니다. 스톤월 항쟁과 그
이후부터, 그녀의 행동은 성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위한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스트 리버 주립공원의 이름을 그녀의 이름으로 바꾸어 그녀의
유산을 존중하고 앞으로 세대를 위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Stephen Levin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브루클린의 공원은 브루클린과
도시 전역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방문합니다. 열린 공간은 모든 이웃 지역의
보석이며 모든 사람이 레크리에이션과 레저에 사용합니다. 우리 도시의 역사 및 평등을
위한 싸움에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딴 지역 공원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Marsha P Johnson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많은 뉴욕 주민에게 존엄과 존경을
가져다주기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공원의 새로운 이름과 계획적인 개선은 모든
사람에게 세계적 수준의 공공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트 리버 주립공원은 7에이커의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의
상징적인 전망과 모래 해변, 토착 초원, 유서 깊은 역 구내의 잔재, 소박한 놀이터,
강아지들이 뛰놀 장소 및 피크닉 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이며 대중에게 개방된 이 워터프론트 공원은 19세기와 20세기 운송 시설의
부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2월 인권 캠페인 그레이터 뉴욕 갈라(Human Rights
Campaign Greater New York Gala) 전에 뉴욕시에서 연설하며 공원의 이름을 바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arsha P. Johnson 주립공원은 뉴욕시에 있는 8개의 주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주립공원은 퀸즈의 베이스워터 포인트 주립공원(Bayswater Point State Park) 및 갠트리
플라자 주립공원(Gantry Plaza State Park), 브루클린의 Shirley Chisholm
주립공원(Shirley Chisholm State Park), 스태튼 아일랜드의 클레이 피트 폰즈
주립공원(Clay Pit Ponds State Park), 맨해튼의 Denny Farrell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 및 FDR 포 프리덤스 주립공원(FDR Four Freedoms State
Park), 브롱크스의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은 연간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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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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