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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역사의 달을 11월에서 10월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11월에 많은 유적지와 문화 단체가 폐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을 우리 

주의 역사의 달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과 

예술에 대한 뉴욕의 공헌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역사의 달을 11월에서 10월로 변경하는 

법안(S.5369/A.6462)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역사적인 조직과 유적지가 뉴욕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보장하며 주 및 지역 역사가들의 훌륭한 기여를 

인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깊은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달은 이를 살펴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11월에 많은 유적지와 

문화 단체가 폐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을 우리 주의 역사의 달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과 예술에 대한 뉴욕의 공헌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역사의 달(New York State History Month)은 1977년에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 유적지를 포함한 많은 역사적 기관이 11월에 폐쇄되어 축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뉴욕주 역사의 달을 10월에 지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뉴욕주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Leroy Comrie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역사의 다양성은 인상적이지만 

항상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대중, 학생, 

방문객 및 역사 유적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과 수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뉴욕주 역사의 달로 삼아 이들에게 역사의 문을 열어 두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있어 리더십을 보여 준 Nolan 의원과 시기적절하게 승인해 주신 주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Catherine Nola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역사의 달을 11월에서 

10월로 바꾸어 여러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풍부한 유산을 

발견, 체험 및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우리 주민들이 뉴욕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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