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GOVERNOR HOCHUL 부지사,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 주년을 
축하하는 신규 걸 스카우트 패치 발표 

  

새 패치 프로그램은 걸 스카우트에게 뉴욕 역사를 가르치고 권리의 옹호자가 되도록 
장려할 것 

  
Hochul 부지사, 뉴욕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에서 열린 뉴욕 전역의 걸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패치 공개 

 

Andrew Cuomo 주지사와 Kathy Hochul 부지사는 오늘,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규 걸 스카우트 패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19번째 수정안이 통과되기 3년 전인 1917년에, 뉴욕주의 여성은 참정권을 

획득했습니다. 패치 프로그램은 Kathy Hochul 부지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걸 

스카우트 위원회(Girl Scouts councils)와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간의 파트너십입니다. 뉴욕주의 걸 스카우트 위원회(Girl 

Scouts councils) 7개 모두 패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뉴욕주 전역의 여학생들에게 뉴욕 

여성 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정의를 수호하도록 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8년 세네카 폴스 협약(Seneca Falls 

Convention)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 탄생했을 무렵부터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제도와 여성평등법(Women’s Equality Act)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여성의 권리와 

양성 평등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뉴욕 전역의 여학생들은 모두의 평등과 정의를 

위한 운동을 이끄는 차세대가 될 것이기에, 이 신규 패치는 여성 참정권 투쟁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Hochul 부지사는 뉴욕시 뉴욕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에서 개최된 패치 프로그램 기념 행사에서 뉴욕 전역의 7개 뉴욕 걸 

스카우트 위원회(New York Girl Scouts councils)와 걸 스카우트 대표들과 

합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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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참정권 투쟁을 포함하여 여성의 

성취와 역사에 대한 공헌을 기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여성 참정권 걸 

스카우트 패치는, 여학생과 여성을 대신하여 여성의 권리 옹호 및 권한 부여를 위해 

투쟁한 걸 스카우트 역사의 다음 단계이며, 내년에 여성의 평등권에 대해 배우고 

공유하는 여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패치는 스스로 일어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차세대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 참정권 

위원회(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업적의 핵심입니다.” 

 

뉴욕 북동부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ortheastern New York)가 개발한 이번 패치 

프로그램은 뉴욕 걸 스카우트에게 정의란 무엇이며, 오늘날 여성 권리 운동이 어떻게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며, 권리 옹호를 삶의 일부로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이들은 주요 여성 참정권 지도자의 이름과 시민 불복종의 정의를 학습하고, 

여성 권리 운동의 주요 장소를(가상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고, 여성 참정권 배너를 만들고 

100년 전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던 게임 및 기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패치를 

보실 수 있으며, 패치 프로그램 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욕 걸 스카우트 위원회(New York Girl Scouts Councils)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레이터 뉴욕 걸 스카우트 위원회(Girl Scout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Inc.) 

• 허드슨 오브 하트 걸스카우트 위원회(Girl Scouts Heart of the Hudson, Inc.) 

• 나소 카운티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assau County, Inc.) 

• 뉴욕주 북동부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ortheastern New York, Inc.) 

• NYPENN 패스웨이즈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YPENN Pathways, Inc.) 

• 서퍽 카운티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Suffolk County, Inc.) 

• 웨스턴 뉴욕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Western New York) 

 

Kathy Hochul 부지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여성 참정권 위원회(Women's Suffrage 

Commission)는 뉴욕주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후 100주년이 되는 2017년과, 19번째 

수정안이 통과된 후 100주년이 되는 2020년 사이의 주 전역 여성 참정권 기념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여성 참정권 성취와 이 획기적 

사건에서의 뉴욕 주민 및 뉴욕주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을 축하하고, 동시에 모든 이들을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려면, www.ny.gov/suffrage를 방문하세요. 

 

뉴욕 북동부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ortheastern New York) CEO Mary 

Buszuwsk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북동부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ortheastern New York)에서 우리는 Kathy Hochul 부지사님,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YS Women’s Suffrage Commission),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은 뉴욕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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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 위원회(Girl Scout Councils)와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기념하는 패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걸 스카우트 시민 과목은 

여학생들이 투표와 선거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으로 말이죠. 민주주의는 그저 관중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패치 프로그램이 모든 여학생들로 하여금 투표권 행사, 공직 

취임, 그들이 걸 스카우트로서 배운 봉사에 대한 열정과 가치로 유권자에게 봉사하는 

것까지, 민주주의 체제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Greater New York) CEO Barbara Murphy 

Warringt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터 뉴욕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Greater 

New York)에서, 우리는 커뮤니티, 주 및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여성의 

힘을 믿습니다. 새 여성 참정권 패치 프로그램은 약 30,000명의 여학생들이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들 자신의 권리의 옹호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우리의 권리 옹호 

교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님, Kathy Hochul 부지사님, 여성 

참정권 위원회(Women’s Suffrage Commission) 및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은 뉴욕주 

전역의 걸 스카우트와 함께 여학생들에게 여성의 참정권, 시민 참여 및 평등의 역사의 

중요성을 교육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나소 카운티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assau County) 임원이자 CEO Donna 

Ceravol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걸스카우트가 이 여성 참정권 100주년 특별 기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지난 세기 동안의 여성의 역사적 

성취에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패치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여학생들이 

참정권 투쟁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창립자 Juliette Gordon-Low는 

우리 조직이 수행해 온 모든 이니셔티브에 이런 진보적 정신을 심어 넣었습니다. 오늘날, 

차세대 젊은 여성이 평등으로 가는 길을 열도록 영감을 불어 넣은 이는 Kathy Hochul 

부지사님과 같은 여성입니다. 부지사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 흥미로운 행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Western New York) CEO Judith Cranst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여성 권리 운동의 리더였으며,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와 협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규 걸 스카우트 참정권 

패치는 우리 여학생들이 뉴욕의 여성 역사를 배우고, Susan B. Anthony와 같은 여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퍽 카운티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Suffolk County) 의장 및 CEO 인 Yvonne 

Gran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 스카우트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절정기인 1912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젊은 여성들은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여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NYPENN 패스웨이즈 걸 스카우트(Girl Scouts of NYPENN Pathways, Inc.) CEO Julie 

Dal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관한 첫 번째 협의회는 우리 위원회의 

역사적인 도시인 1848년 세네카 폴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여성 선구자들은 대담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대 걸 

스카우트로서, 우리는 그들의 사명을 지키고, 여학생들이 그들의 신념을 지지할 용기와 

확신을 지닌 지도자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정권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나눴던 초기 여성들을 축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트 오브 허드슨 걸 스카우트(Girl Scouts Heart of the Hudson) CFO 이자 CEO 대행 

Patricia Pag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전 뉴욕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했을 때, 

그들은 오늘날의 국가 정치 풍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걸 스카우트를 통해, 우리는 

여학생들에게 자신 및 다른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필요한 독립심, 자신감 및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서의 여성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Kathy 

Hochul 부지사님과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YS Women’s Suffrage Commission)와 

협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패치가 차세대 젊은 여성들이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하도록 영감을 주고, 좀 더 시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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