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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 뉴욕에서의 여성 참정권 100주년 기념 행사 개시 

 

여성 참정권 위원회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의사당의 East Gallery에서 전시회를 

진행하며, Empire State Plaza 중앙홀에서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있어서 뉴욕의 리더십을 

기념함 

 

여성 참정권 위원회는 2017년에 최초로 회의를 소집함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주 전역에 걸쳐 행사와 기념식이 계획되어 있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Women’s History Month의 시작을 기념하고, 

뉴욕에서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된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는 여성 참정권 위윈회(Women’s Suffrage Commission) 

웹사이트 www.ny.gov/suffrage를 개시했습니다. 오늘 개시된 웹사이트는 주 전역에 걸쳐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뉴욕의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프로필을 

소개하며, 방문객들에게 참정권 운동 및 여권과 관련된 뉴욕의 역사적 장소들을 

소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뉴욕에서 우리가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Seneca Falls Convention 전 과정에서부터 2015년의 

Women's Equality Agenda 통과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싸움에서 뉴욕이 

수행했던 중요한 역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이 전시 행사 중 하나를 방문하고, 뉴욕의 여성들이 개척했던 역사적 여정을 살펴보며, 

그들이 평등을 위한 싸움에서 물리쳤던 장애물들에 관해 배우기를 장려합니다.” 

 

뉴욕은 Lucretia Mott와 Elizabeth Cady Stanton이 조직해서, 1848년 7월 19일과 20일 

세네카 폴스에서 개최된 사상 최초의 Women's Rights Convention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9년 후 1917년 11월 6일, 뉴욕주 여성들은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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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여성들은 거의 170년 전에 세네카 폴스에서 시작된 평등권 추구의 오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옹호 활동의 결과, 우리 주는 국내의 다른 주들보다 3년 전에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직장 내 차별에 대한 향후의 싸움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급여 평등을 지지하며, 자신의 헬스 케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등을 위한 싸움을 이끌었던 여성들이 성취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최고위 선출직 여성으로서, 저는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떨쳐 

일어나서,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고무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14명으로 구성된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는 주 전체적으로 뉴욕에서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된 100주년에 해당되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여성들에 대해 선거권이 부여된 19차 헌법 개정 인준 

후 100년이 되는 해인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커미셔너 RoAnn Dest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노력으로 커다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OGS가 이 특별한 투어와 전시에서 그들이 성취한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권 운동의 태생지이자, 여성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최초의 주 중 하나로서 뉴욕주의 역사적 장소에 관해 시간을 내서 

둘러보도록 모든 분들께 권장합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 Andrea Stewart-Cous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현대 여권 

운동의 태생지였으며, 우리는 그 유산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에는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며, 싸웠던 많은 강인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Women’s History 

Month는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할 

기회입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법률을 발의했던 Betty Litt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주에서의 

여성 참정권 100주년은 이 중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평생의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저는 Hochul 부지사와 그 밖의 뛰어난 여성들과 함께 참정권 100주년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이전 세대의 여성들이 우리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투하고, 

희생하며,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성 참정권의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성이 참정권을 얻는데 있어서 우리 주가 한 특유한 역할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합니다.” 

 

Legislative Women’s Caucus 위원장 Donna Lupar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욕주는 여권 신장에 있어서 국가적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기념함에 있어서, 현재 국가적으로 평균치보다 많은 58명의 여성이 주 

의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gislative Women’s 

Caucus는 주 전역에 걸쳐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와 우려사항을 제기하는 전통을 



지속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버니 시장 Kathy M. Sheeh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주는 여권 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올버니시는 이 과정의 중심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버니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서, 저는 우리 시가 

오늘날까지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그러한 동일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과거에 해왔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가 Women’s History Month를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Empire State Plaza 및 

뉴욕주 의사당 모두에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다수의 전시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주 의회 의사당을 Empire State Plaza로 연결해주는 의사당 회랑에서 열리는 전시회인 

“Women’s Suffrage in New York State”에는 참정권이 쟁취될 때까지 조직을 구성하고 

행진했던 여성들의 역사적 사진들과 함께 참정권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선전에 관한 

사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시회에서는 여권을 위한 이러한 역사적 투쟁과 획기적 

승리에 대해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회 “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1917 – 2017 | The Fight for the Vote and 

the March for Full Equality”는 의사당 2층에 있는 East Gallery에서 진행되며, 참정권을 

위한 거의 70년 동안의 투쟁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전시회는 12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인생과 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근로 여성들의 참정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수행했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전시회에는 롱아일랜드의 한 여성 참정권론자와 그녀의 8살 된 딸이 여성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13년 여름에 롱아일랜드와 맨해튼 전역을 순회할 때 타고 

다녔던 “Spirit of 1776” 참정권 운동용 목재 웨곤, 여성 참정권론자들이 사용했던 1917 

배너, 그리고 뉴욕주 의회에서 행한 Elizabeth Cady Stanton의 1854년 연설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의사당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Great Western Staircase이며, 여기에는 정교한 

석재 조각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역사적 미국인들의 갤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단지 하나의 유명한 여성이 대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보여졌습니다. Empire State Plaza 방문객 센터와 기프트 샵 바로 밖에 위치한 이 전시 

공간에는 계단에 추가되었던 6명의 다음 여성들에 대한 조각 사진이 포함될 것입니다: 

Harriet Beecher Stowe, Clara Barton, Frances E. Willard, Molly Pitcher, Elmina 

Spencer, 그리고 Susan B. Anthony. 

 

아울러, 방문객 센터 외부에는 벽화 Harriet Tubman과 Underground 

Railroad가전시되며, 이것은 로체스터의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미술학부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Underground Railroad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Tubman은 나중에 여권 운동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3월 내내, 여성 참정권 운동에 중점을 둔 한 시간 일정의 특별한 의사당 투어가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투어에는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여정을 소개하기 위해 

선택된 작품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의사당 투어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empirestateplaza.org를 방문하세요.  

 

추가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기념식 또한 뉴욕주 전역에 걸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네카 폴스에서는, Convention Days가 201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례적인 3일 

기간의 행사로 진행되며, 이는 1848년에 진행된 컨벤션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네카 폴스에 있는 Women’s Rights National Historic Park에서는 

McClintock Home에서 있었던 최초의 여권 컨벤션, 컨벤션이 계획되었던 장소인 컨벤션 

리더 Elizabeth Cady Stanton의 집, 그리고 컨벤션이 회합되었던 Wesleyan Chapel에 

대한 기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된 VoteTilla Week 동안, 참가자들은 세네카 

폴스부터 로체스터까지 운하용 보트를 타고, National Susan B. Anthony Museum & 

House에서 최종 기념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보트들은 Canal 

Society of New York State, Seward House 및 University of Rochester’s Susan B. 

Anthony Center for Women’s Leadership 등의 지역 단체들과 파트너 조직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역사적 재현, 연설 및 음악 행사를 위해서 타운들과 빌리지들에 정박할 

것입니다. 아울러, 로체스터에서는 로체스터 중앙도서관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역사와 그 

현대적 의미를 둘러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수의 파트너들과 협업한 전시회인 

"Because of Women Like Her"를 통해서 100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시러큐스 인근에 있고, 1852년의 National Women’s Rights Convention 장소인 

페이엇빌에서는, 방문객들이 여성 참정권 운동가 Matilda Joslyn Gage의 집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Gage는 Anthony 및 Stanton과 함께, National Woman Suffrage Association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현재의 사회적 정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Gage의 저작물과 노력을 살펴봅니다. Shakers 또한 여권 및 여성 참정권의 초기 

지지자였으며, Shaker Museum/Mount Lebanon은, Simon’s Rock의 Bard College와 

협력해서, 올해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전시회, 도보 투어, 공개 및 학술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정보와 아울러, 인종과 LGBT 평등 및 정의를 위한 싸움에 있어서 뉴욕의 

선도적 역할과 관련되는 그 밖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관한 정보는 

www.paththroughhistory.com과 www.iloveny.com/milestones에서 제공됩니다.  

 

여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promise-women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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