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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HIRLEY CHISHOLM의 이름을 딴 브루클린 주정부 건물에서 새로운 

SHIRLEY 전시 개관 발표  

  

"언보우트 앤 언보스드: Shirley Chisholm에게 바치는 헌사(UNBOUGHT & 

UNBOSSED: A Tribute to Shirley Chisholm)" 는 시민권 및 성 평등에 앞장섰던 

지도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역사 이미지와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hirley A. Chisholm에게 헌정하는 새로운 전시회가 

브루클린 핸슨 플레이스 55번가에 위치한 Shirley A. Chisholm 주정부 건물 로비에서 

개관했고 발표했습니다. "언보우트 앤 언보스드: Shirley Chisholm에게 바치는 

헌사(UNBOUGHT & UNBOSSED: A Tribute to Shirley Chisholm)" 는 시민권 및 성 

평등에 앞장섰던 지도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역사 이미지와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irley Chisholm의 특징적 캠페인 슬로건인 

'언보우트 앤 언보스드(unbought and unbossed)'는 우리에게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리 보호와 국가 교육 시스템의 개혁, 노동자 및 빈민의 삶의 개선하기 위해 

싸운 그의 헌신을 일깨워줍니다. 이번 전시회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Shirley 

Chisholm이 브루클린 지역 하원 대표로 선출 및 취임한 5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그의 큰 영향력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통틀어, Shirley Chisholm은 

저의 영감의 원천이자 롤모델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향상을 위해 싸워온 강한 

여성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가 브루클린 하원 대표 선출 50주년을 기념하며 시민권과 

성 평등을 위해 싸워온 그의 노력을 널리 알립니다. 우리는 Shirley Chisholm과 같은 

선구자들의 이름으로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Chisholm의 "정치 및 정책(Politics & Policy)", "대선 

후보(Presidential Candidate)", "유산(Legacy)"을 집중조명합니다.  

  

정치 및 정책  

뉴욕주 하원에서 4년간 일한 후, Chisholm는 슬로건 "파이팅 Shirley Chisholm—

언보우트 앤 언보스드(Fighting Shirley Chisholm—Unbought and Unbossed)"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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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뉴욕의 12번째 선거구(Congressional District)를 대표했습니다. Chisholm은 2배의 

득표수를 얻어 당선했고 7번의 임기 동안 근무했습니다.  

  

1966년 그는 국립여성단체(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의 설립을 도왔고, 여성, 

유아, 아동(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 영양 보조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 Nutrition Program)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hisholm은 국립여성정치코커스(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의 공동 

설립자였으며, 1977년 영향력 있는 하원 의사 운영 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에 

참여한 최초이자 두 번째 흑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대선 후보  

1972년 Chisholm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여성입니다. 변화의 

촉매제로서, 그는 국가 전역에서 캠페인을 벌여 12곳의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전국 대회에서 152표를 얻었습니다. 그의 캠페인은 사람들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변화를 인식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Chisholm은 1983년 1월 

은퇴할 때까지 하원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유산  

1924년 브루클린의 캐리비안 출신 이민자 부모에서 태어난 Chisholm은 2005년 

사망했으나, 솔직하고 효율적인 리더로서 그의 유산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원에서의 7번의 임기 동안, 그는 성공적으로 연합을 구성하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유산은 뉴욕과 미국 전역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브루클린 칼리지(Brooklyn 

College)는 1945년부터 브루클린 여성 행동주의 Shirley Chisholm 프로젝트(Shirley 

Chisholm Project of Brooklyn Women's Activism)라는 이름의 여성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 

활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열어 Shirley A. Chisholm의 미국 하원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 첫 당선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hisholm 주정부 건물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훌륭한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hirley Chisholm은 만약 그들이 

테이블에 좌석을 주지 않는다면 간의 의자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해왔던 일입니다. 1968년 그의 혁신적인 하원 선거이든, 

그의 역사적인 대선 도전이든, 그는 모든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Shirley Chisholm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중대한 노력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irley 

Chisholm는 유리천장을 깨서,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에게 변화를 시작하고 

공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테이블에 좌석을 주지 

않는다면, 간의 의자를 가져오라'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회의에 간의 의자를 챙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언보우트 

앤 언보스드: Shirley Chisholm에게 바치는 헌사(UNBOUGHT & UNBOSSED: A Tribute 

to Shirley Chisholm)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이 훌륭한 혁신가이자 

지도자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hirley Chisholm은 진보의 

아이콘입니다. 이곳 하원(People's House)에서 의회의 전당(halls of Congress), 그리고 

대선후보가 되기까지 그는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주와 나라를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Shirley A. Chisholm 주정부 건물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과 성 평등을 위해 싸웠으며 타협하거나 지시받지 

않았던 여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Velmanette Montgomer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hirley Chisholm의 

유산과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 기간동안 그가 이룬 수많은 성공을 기념하면서, 이번 

전시회는 그의 성취와 리더십, 대담함 등 모든 것을 조명합니다."  

  

Walter T. Mosle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Shirley Chisholm은 

하원(People's House)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여, 뉴욕주 하원(New York State 

Assembly)에서 입법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시받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를 크게 과소평가했던 시대와 시간의 기대를 

계속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저 자신과 제 동료들이 따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뉴욕주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에게 헌정하는 

전시회를 열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의회 다수당 대표인 Laurie A. Cumb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irley Chisholm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탁아소를 운영하던 초기부터 하원의원, 대선 후보였을 때도,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준 사라지지 않는 

유산의 확장입니다. 브루클린은 영원히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 10월 4일, 뉴욕주는 Chisholm을 기려 핸슨 플레이스 55번지에 위치한 정부 

건물의 이름을 Shirley A. Chisholm 뉴욕주정부 건물로 지었습니다. 2015년 Barack 

Obama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습니다.  

  



Shirley A. Chisholm 주정부 건물은 브루클린의 핸슨 플레이스 55번지에 위치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방문객들은 공공 전시 

공간에 입장하기 전에 보안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방문객들은 시설 주변의 길가에 있는 비어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길 건너의 아틀란틱 센터 몰(Atlantic Center Mall)의 유료 주차장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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