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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3월을월을월을월을 여성의여성의여성의여성의 역사의역사의역사의역사의 달로달로달로달로 선포하다선포하다선포하다선포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의사당에서의사당에서의사당에서의사당에서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전시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 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 꿈을꿈을꿈을꿈을 심어준심어준심어준심어준 여성여성여성여성 변호사를변호사를변호사를변호사를 소개하다소개하다소개하다소개하다 

 

Hochul 부지사부지사부지사부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여성여성여성여성 참정권참정권참정권참정권 100주년주년주년주년 기념기념기념기념 위원단에위원단에위원단에위원단에 임명되다임명되다임명되다임명되다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선포문은선포문은선포문은선포문은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월을 뉴욕주의 여성의 역사의 달로 선포하고 뉴욕주 

의사당에 새로운 전시회를 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여성 변호사들이 우리 

문화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축하하고 기리는 행사입니다. 이 밖에도 CUOMO 주지사는 

Kathy Hocul 부지사를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주년 기념 위원단에 임명했다고 발표하다. 

이 위원단은 이러한 중대 사건에서 여성 참정권 쟁취와 뉴욕주민 및 뉴욕주의 중심 

역할이 끼친 영향을 축하하는 일련의 주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은 여성 인권 운동의 탄생일 뿐만 아니라 차별을 이겨낸 용감한 여성들의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시회는 

뉴욕주민들에게 당시의 놀라운 여성들을 회고하고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여성들 중 일부는 정의와 평등을 위한 싸움에서 결코 굴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준 분들이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우리의 현재를 있게 해준 

선지자들을 기념하여 여성의 역사의 달을 매년 축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천장을 깨부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 여성들에 대해 알고 그들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역사의 달은 1987년 3월에 처음 공식적으로 준수되기 시작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한 사회 공헌 여성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여성 변호사 

선구자(Women Attorney Trailblazers in New York State)라는 이름의 이 전시회는 뉴욕주 

여성 법조인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Committee on Women in the 

Law)에서 조직 및 후원하였습니다. 협회는 롤모델이 되어주고 법조계에서 여성들을 위한 

길을 조성해주신 열 분의 뉴욕 변호사들의 중요한 활동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여성들은 19세기 후반에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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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지금도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 변호사들은 법률회사에서 퇴짜 맞기 일쑤였거나 도서관 사서 또는 비서직 일자리만 

제의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 변호사 신청자들은 또한 여성 채용 쿼터가 다 차서 자리가 

없다거나 의뢰인이 여성 변호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와 다른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편견에 분연히 맞섰고, 그런 

집요함과 끈기는 젊은 여성들에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음을 계속 가르쳐주었습니다.  

 

여성 변호사 선구자 전시회에 등장한 여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Kate Stoneman, 뉴욕에서 변호사 개업 인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 Mary M. Lilly, 뉴욕주 입법부에 당선된 최초의 여성 변호사.  

• Jane Matilda Bolin,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판사.  

• Florence Perlow Shientag, 뉴욕 최초의 여성 연방 검사.  

• Charlotte Smallwood-Cook, 뉴욕 최초의 여성 지방 검사.  

• Shirley Adelson Siegel, 뉴욕주 법무장관실 소속 주정부 최초의 인권국(Civil 

Rights Bureau) 수장. 

• Constance Baker Motley, 주요 인권변호사 겸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연방판사. 

• Maryann Saccomando Freedman,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최초 여성 회장.  

• Geraldine Anne Ferraro, 미 하원의원 겸 다수당 소속 부통령으로 최초 지명된 

여성.  

• Judith S. Kaye, 뉴욕 항소법원에 임명된 최초 여성 겸 뉴욕주 최초 여성 

수석판사.  

 

전시회는 3월 한 달 동안 Albany 소재 뉴욕주 의사당의 전쟁관(War Room)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변호사협회장변호사협회장변호사협회장변호사협회장 David P. Miranda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는 

Cuomo 주지사가 우리 전시회인 ' 여성 변호사 선구자(Women Attorney Trailblazers)'를 

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전시회는 뉴욕 최초로 변호사 개업을 

인가 받은 Kate Stoneman을 시작으로 그로부터 100년 후 당시 Mario M. Cuomo 

주지사에 의해 항소법원의 최초 여성 판사이자 최소 여성 수석판사로 임명된 Judith 

Kaye에 이르기까지 열 분의 훌륭한 뉴욕 여성들의 뛰어난 업적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SUNY의의의의 Nancy L. Zimpher 총장은총장은총장은총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보여준 여성 

인권 강화 및 뉴욕주에서의 평등 보장 활동은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SUNY는 여성의 

역사의 달을 기리는 데 뉴욕주와 함께 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여성들 중 우리 대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발자취를 좇는 SUNY의 

여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10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여성들의 평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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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임금 평등을 달성하고, 인신 매매에 대한 법률과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직장 내 임신 차별을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민들과 방문객 모두 뉴욕의 여성들과 그들이 우리 주와 뉴욕의 Path Through 

History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성 

인권”은 뉴욕주 전역에 있는 500여곳의 유적지를 조직하는 데 사용된 13개 테마 중 

하나입니다. 방문객들은 Path Through History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유적지들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사당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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