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3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의회 의사당에서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 

전시회 개최 발표  

  

의회 의사당에서 최초였거나 기여했지만 잊힌 여성들, 뉴욕 여성의 변화에 경의를 보내는 

새로운 전시회  

  

전시회에 관한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의 글, 여기  

  

전시회 사진 보기, 여기 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여성 선구자와 여성 공무원을 기리기 위해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뉴욕주 의회 의사당 2층 주지사 접견실(Governor's Reception Room)에서 

개최되며 3월 말까지 열립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여성의 평등을 발전시키는 선도자였습니다. 100년 전 여성 참정권 

운동부터 오늘날까지 여성들은 정의를 위해 선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의사당 홀에서, 여성들은 정부 도처에서 뉴욕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출된 공무원이든, 가장 높은 정부직에 임명이 되었든, 뒤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하든, 아니면 정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으로서든, 이 전시회의 여성들은 

뉴욕 주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잘 알려진 인물인 반면, 몇몇 여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잊혔고, 이 전시회는 그들이 한 일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여성 권리 운동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차세대의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수많은 여성의 자랑스러운 

탄생지입니다. 이 전시회는 과거와 현재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많은 인물과 뉴욕을 

모두를 위한 더욱 공평하고 공정한 주로 만들기 위해, 인정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성취한 일들을 기립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전체에서 소수의 여성 집단이 

뉴욕주 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들은 처음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https://soundcloud.com/nygovcuomo/secretary-to-the-governor-melissa-derosa-discusses-new-york-women-of-change-exhibit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HM_2019_Panel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omens_History_Month_Exhibi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HM_2019_Panels.pdf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뒤에 있던 많은 여성이나 잊힌 선도자들에게 

마침내 경의를 표합니다. 이 전시회가 수많은 세대의 여성들을 고무시켜 성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역사(Women's History)를 기리기 위해, 이 전시회는 동료 시민의 권리를 지지하고 

뉴욕을 기회의 땅으로 정의하는데 도왔던, 과거와 현재의 여성 인물을 특집으로 합니다.  

  

다음의 총 28명의 여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1. Murray Hall - 태머니 홀(Tammany Hall) 정치인, Hall은 19세기 뉴욕 정치에서 

활발히 배후 역할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Mary Anderson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태어난 Hall은 1901년 Hall이 죽을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 Marguerite “Missy” LeHand - Missy LeHand은 1920년 Franklin D. 

Roosevelt과 함께 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를 

위해 민간 영역에서 일했으며, 주지사 및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치 있는 

보좌관으로 계속 역할을 했습니다.  

3. Belle Moskowitz - 노동자 보호의 옹호자, 그녀는 Al Smith 주지사가 재임하는 

동안 가까운 조언자로,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캠프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4. Rhonda Fox Graves - 뉴욕주 상원의원에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자 상원의원을 

관장한 최초의 여성. 여성들이 배심원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의 원조자.  

5. Besse Buchanan - 뉴욕주 의회와 Nelson Rockefeller 주지사의 인권(Human 

Rights) 위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6. Constance Baker Motley - 뉴욕주 상원의원이자 연방법원 판사인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7. Marie T. Bates - 유피아이(United Press International)의 전문 의회 의사당 기자. 

그녀는 또한 1967년 입법부 특파원 협회(Legislative Correspondents Association, 

LCA)에 가입되었습니다.  

8. Isabelle Dolores Wedemeyer - 1967년 입법부 특파원 협회(Legislative 

Correspondents Association)가 여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협회에 가입된 

여성 중의 한 명. 그녀는 올버니 니커보커 뉴스(The Albany Knickerbocker 

News)의 기자였습니다.  

9. Shirley Chisholm -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10. Elizabeth Flood Morrow - 1950년대부터 의회 의사당을 취재하는 입법부 

특파원 협회(LCA)에서 최장기 종사한 여성 특파원.  

11. Elsie Wood - 50년 동안 의회 의사당을 취재하던 입법부 특파원 협회(LCA)의 

오랜 회원으로, 처음에는 우편 전신(Postal Telegraph)과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의 전신 기사였다가 1969년 입법부 특파원 협회(LCA)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12. Mary Anne Krupsak - 뉴욕주 최초의 부지사.  



 

 

13. Elizabeth A. Buechner - 개닛 뉴스 서비스(Gannett News Service)의 기자, 

그녀는 1978년 최초의 여성 입법부 특파원 협회(Legislative Correspondents 

Association) 회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14. Olga Mendez - 뉴욕주 의회에 최초로 선출된 푸에르토리코 여성.  

15. Geraldine Ferraro - 1984년 그녀 정당의 공약 위원회 의장을 맡은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  

16. Mary Ann Crotty - 뉴욕주 운영(State Operations)의 최초의 여성 책임자.  

17. Deborah Glick - 최초로 공개한 뉴욕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의 동성애 위원.  

18. Judith Kaye - 뉴욕주에서 수석판사를 지낸 최초의 여성.  

19. Zenia Mucha - 뉴욕주 George Pataki 주지사의 통신(Communications) 담당 국장 

겸 수석 정책 고문.  

20. Hillary Rodham Clinton - 최초의 여성 뉴욕주 상원의원, 국무장관, 영부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그녀 정당에서 지명한 최초의 여성.  

21. Grace Meng - 뉴욕주 입법부에 선출된 최초의 아시아 여성.  

22. Melissa DeRosa- 뉴욕 주지사의 비서로 일하는 최초의 여성.  

23. Barbara Underwood - 뉴욕주 법무장관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성.  

24. Louann Ciccone - Carl E. Heastie 의장의 프로그램 및 정책(Program and Policy) 

담당 비서이며 뉴욕주 의회에서 이 역할을 수행한 최초의 여성.  

25. Shontell Smith - 다수당 회의 수석 보좌관 및 다수당 자문위원.  

26. Crystal D. Peoples-Stokes - 뉴욕주 의회의 다수당 원내대표로 승진하여 일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27. Andrea Stewart-Cousins - 뉴욕주 의회 의사당에서 하원을 이끈 최초의 흑인 

여성.  

28. Letitia James - 뉴욕주 전역에서 재직하고 법무장관으로 선출된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 전시회는 무료이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의회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 방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empirestateplaza.ny.gov/tours/new-york-state-capitol에서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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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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