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8 년 2 월 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을 맞이하여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뉴욕 주민들을 기리는 의사당 전시회(CAPITOL EXHIBIT)의 개최 발표

뉴욕 무공 훈장(New York Medal for Valor)을 받은 전시회 속 인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전시회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에서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박사가 암살된지 50 년이 되는 해를 추모하는 “세대의 힘(Strength of Generations)”
전시회는 여러 세대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개인들이 타인의 삶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이 전시회는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 의사, 지하철 역 승무원, 노예해방론자,
운동가, 혁신적인 20 세기 극작가, Martin Luther King 박사의 수석 보자관으로 일했던
할렘의 목사, 소외된 지역의 이웃 주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경력을 쌓은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 의과 대학(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의 아이티 계 미국인 총장,
최근의 브롱크스 화재 사고에서 이타적인 영웅적 행동으로 이웃 주민 4 명의 생명을 구한
가나 출신의 이민자인 뉴욕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Emmanuel Mensah
이등병 등의 영예를 기리는 의미에서 개최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가 가는 길을
변화시키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흑인 뉴욕 주민들의 놀라운 행위와 업적으로 이룬
영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의사당(State Capitol)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뛰어난 남녀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고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연대가 되도록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이 저의 희망과 기대입니다.”
오늘날 흑인 지역사회는 5 명의 뉴욕 주민 중 약 1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전세계의 이민자들이 뉴욕 주민의 가정을 계속 성장시켜서 뉴욕의 주민들이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뉴욕주 의회 의사당 (New York State Capitol) 2 층 작전실 (War Room)에서
개최되며 2 월말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더들 (알파벳 순서로
나열)은 이 전시회에서 그들이 성취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Lorraine Hansberry (1930 - 1965): 획기적인 “태양 속 건포도(A Raisin in the Sun)”라는
작품으로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연극을 제작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뉴욕시 작가이자 민권 운동가.
Elizabeth Jennings Graham (1827 - 1901): Rosa Parks 가 알라바마에서 버스
보이콧을 촉발하기 거의 1 세기 전에, 맨해튼의 교회에 가는 도중에 젊은 학교
선생이었던 Jennings 는 전차에 타기 위해 “유색 인종”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John W. Jones (1817 - 1900): 엘 마이라 지하철 역(Elmira Underground Railroad
station)의 리더로서 도주한 노예 약 800 명이 자유를 찾도록 도와준, 교회 관리인으로
고용된 전직 노예
Danielle Laraque-Arena 박사 (1956 - 현재): 소외된 인접 지역의 보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던 경력으로 자신의 분야를 선도하는 아이티계 미국인 소아과 의사 겸 연구원이자
시러큐스 소재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 의과 대학교(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의 총장
뉴욕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Emmanuel Mensah 이등병 (1991-2017):
이타적인 영웅적 행동으로 최근의 브롱크스 화재에서 이웃 주민 4 명의 목숨을 구한 가나
출신 이민자. Cuomo 주지사는 사후에 전장이나 전장 밖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뉴욕주
최고의 훈장인 뉴욕 무공 훈장(New York Medal for Valor)을 이등병에게 수여했습니다.
James McCune Smith 박사 (1813 - 1865): 스코틀랜드에서 의학 학위를 받은 후,
뉴욕의 유색인종 고아원(Colored Orphan Asylum)에서 의료 국장으로 근무하고
처음으로 흑인 소유의 약국을 운영했던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 의사.
Mary Burnet Talbert (1866 - 1923): 여성 참정권을 지지했으며 제 1 차 세계 대전(World
War I) 중 적십자(Red Cross)의 해외 간호사로 일하고 버펄로와 미국 전 지역에서 활동한
초기 민권 운동 개척자
목사인 Wyatt Tee Walker 박사 (1928 - 2018): 한때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수석
보좌관이었고, 20 세기 민권 운동(20th Century Civil Rights movement)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한 할렘의 목사.

그들의 영광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할렘 헬파이터스의 유산(Their Glory Can
Never Fade: The Legacy of The Harlem Hellfighters) 전시회는 2018 년 2 월 1 일부터
2019 년 2 월 28 일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의 로버트

에이브람스 저스티스 빌딩(Robert Abrams Justice Building)에 위치한 베트남 기념
미술관(Vietnam Memorial Gallery)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관람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 30 분에서 오후 4 시까지이며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제 1 차 세계 대전(World War I)에서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 뉴욕에서 파견된
아프리카 계 미국인 연대의 역사와 유산을 탐구합니다. 이 연대는 1913 년에 승인을 받고
할렘을 본거지로 삼은, 이전에 뉴욕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15 보병대(15th
Infantry)로 알려졌던 369 보병 연대(369th Infantry Regiment)로 뉴욕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최초의 아프라키 계 미국인 연대였습니다. 전쟁 이전에 369 연대는
재즈 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인상적인 연대 밴드를 만들기 위해 재능있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과 푸에르토리코의 음악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369 연대는 제 1 차 세계
대전(World War I) 중 미국의 모든 연대보다 더 오래 복무했으며, 전장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독일군이 “헬파이터(Hellfighters)”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www.empirestateplaza.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당(Capitol)의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세대의 힘(Strength of
Generations)” 전시회는 무료 입장이며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뉴욕주 의회 의사당 (New
York State Capitol) 방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ogs.ny.gov/esp/ct/tours/Capitol.asp 에서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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