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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NATIONAL WOMEN’S HALL OF FAME의
의 SENECA 뜨개질 공장 복원 발표
Seneca Knitting Mill의 시설 개조는 역사상의 여성들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enter for Great Women 센터가 되고 National Women’s Hall of
Fame의 새로운 기지가 될 Seneca 뜨개질 공장의 건설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Seneca-Cayuga 운하에
1844년에 지어진 석회암 구조의 작품은 건물의 초기 안정화뿐만 아니라 건축의 역사를 보존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성 권리 운동의 탄생 장소로, 전 세계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National Women's Hall of Fame과 Seneca Falls의 Center for Great Women 보다 더 적절한 어떠한
커뮤니티도 없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뉴욕의 여성들이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방법을 주도하였고, 우리는 Seneca Falls에서 이 유산을 보존하고
추구해 나가기 위해 계속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ational Women's Hall of Fame(Hall)의 대표인 Jill Tietje는 “우리는 공장 안정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흥분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을 위대한 여성의 센터 홀의 미래의 가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센터에서, 우리는 모두 서서 미래 여성 지도자들의 세대를
개발하는데 힘이 된 영감을 주는 여성들을 축하하고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공장의 회복과 센터의 구축을 위한 2500만 달러의 지원과 함께, 홀은 거의 400만 달러의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뉴욕 주 보조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NY 복원)에서의 250만 달러를
포함하여 뉴욕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소에서 83만 달러 및 운하 공사에서 15만
달러를 받습니다. 뉴욕 주 보조금 중 두 건은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FLREDC)에서 수여 받았습니다. 국립 공원 서비스 미국의 보물 보호 프로그램 또한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수여했습니다.
모든 것은 홀에서 지방, 지역, 국가 및 기증자로부터 모금 캠페인을 통해 동등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매칭 그랜트 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은 지금까지
Seneca Falls 타운, 개인 기부자 및 현지 기업에서 매칭 그랜트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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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뉴욕 주는 여성의 권리 운동의
발상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중요한 유산을 인식하고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국장 Rose Harvey는 “Seneca Falls 문화 유산 지역에서
뛰어난 새로운 도착지가 될 곳은 보존하고 향상하는데 노력하는 Cuomo 주지사와 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 뉴욕 주는 여성을
위한 평등한 권리 보장에 있어 선도하고 있으며, 그것은 알려져야 하고 공유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하 공사 감독 Brian U. Stratton은 “여성의 역사는 뉴욕 주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 역사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운하 공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Seneca 뜨개질 공장은 여성 권리, 산업 혁명, 뉴욕 운하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Women’s Hall of Fame에 안치되는 존경하는 여성들을 위한 더 나은 곳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원 의원 Mike Nozzolio는 “오늘의 기공식이 몇 년 간의 힘든 노력, 계획과 미래를 위한 비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Seneca 뜨개질 공장의 재산을 전환하여 Seneca Falls 지역을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의 새로운 본부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여성의 권리
운동의 본부로서 과거 Seneca 뜨개질 공장 부지는 새 건물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이제는 National Women's Hall of Fame의 본부가 될 과거 Seneca 뜨개질 공장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이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
의회 소수당 원내 총무 Brian Kolb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National Women’s Hall of Fame에 있어
흥미로운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의 역사의 일부이며
뉴욕 주와 Seneca Falls 지역 사회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오늘날의 기공은 공동 노력의 결과이며,
이 소중한 시설 방문자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형성한 여성의 유산과
기여를 존중하는 적절한 노력입니다.”
Seneca 카운티 위원회 감독 의장인 Robert W. Hayssen는 “Seneca Falls의 사람으로서, 여성 권리의
태생지로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석회암 벽의 시멘트는 Seneca Falls를 여성 권리의 태생지로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Seneca Falls 와 Seneca 카운티는 이러한 초기 참정권의 업적을 영원히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
Seneca Falls 타운과 Seneca 카운티의 관리자 Don Earle은 “제가 1987년에 Seneca Falls로 이사한
이후에 이 훌륭한 타운의 풍부한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힘쓴 모든
이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우리 카운티를 위한 그 기여를 감사하면서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Seneca Falls에서 시작된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기 위해 여기에서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프로젝트는 쉽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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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역사적인 뜨개질 공장을 전 세계가 알고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고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성장과 관광을 증진시키고 모두가
즐길 수 있게 전체 타운에 도움이 될 25만 달러의 기부를 지원하는 Seneca Falls 위원회는 타운의
자랑입니다.
National Women’s Hall of Fame에
에 관하여
홀은 위대한 미국 여성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전념하는 국가의 가장 오래된 회원 조직입니다. 미국
여성 권리 운동의 태생지인 Seneca Falls에서 1969년에 만들어졌고 미국 여성들의 업적이 여성
권리를 위한 싸움이 시작된 이 작은 마을에서 영구적인 집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지역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홀501(c)(3)은 비영리 조직이며 뉴욕 Seneca Falls 시내의 Seneca Falls 역사
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홀은 지속적인 가치를 업적을 만들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중요성을
가진 선구적인 미국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전시하면서 미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하려고 합니다. Seneca 뜨개질 공장을 최신 시설로 변환하는 작업은 방문자들, 학자들
관광객들과 지역사회가 여성 투쟁 역사에서 영감을 발견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교육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Hall과 Inducte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greatwomen.org.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