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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루클린의 프랭클린 애비뉴와 프레지던트 스트리트 지하철역이 

MEDGAR EVERS 칼리지를 기념하여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  

  

국립대학 및 역사적인 민권 지도자를 기념하여 역명 변경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의 프랭클린 애비뉴(Franklin Avenue)와 

프레지던트 스트리트(President Street) 역이 Medgar Evers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를 기념하여 공식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역인 

프랭클린 애비뉴-Medgar Evers 칼리지(Franklin Avenue-Medgar Evers College)와 

프레지던트 스트리트-Medgar Evers 칼리지(President Street-Medgar Evers College)는 

역사적으로 흑인과 관계가 깊은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가 브루클린 지역사회에 바친 역사적 헌신을 기념하고 칼리지가 자랑스럽게 

지니고 있는 민권의 상징인 Medgar Evers에게 바치는 생생한 헌정이 될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두 역인 2/3/4/5/S 라인의 프랭클린 애비뉴와 2/5라인의 프레지던트 

스트리트 지하철역은 올가을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gency, MTA)은 이번 달에 중요한 브루클린 기관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도, 표지판 및 기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자료가 여름철에 걸쳐 수정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edgar Evers는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민권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적인 운동에서 

목숨을 잃은 영웅이었으며, 뉴욕은 Medgar Evers 칼리지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칼리지는 양질의 경력 지향적 교육 기회를 다양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뉴욕주는 이 칼리지를 기념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명칭을 

변경하여 역사적인 인물 및 기관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다양성을 공공장소에서 수용할 것입니다"  

  

명칭 변경은 자치구 내 Medgar Evers 칼리지의 중요한 역할을 기념하는 것이며, 학교는 

설립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명칭이 변경된 역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는 

Medgar Evers 칼리지의 개교기념일에 맞춰 가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Diana Richardson 하원의원과 Zellnor Myrie 상원의원이 

제정한 법안에 의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Richardson 하원의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한 

25만 달러의 입법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또는 뉴욕시 

교통부(New York City Transit)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의 명칭을 바꾸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으며, Richardson 하원의원과 Myrie 주 

상원의원은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진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진정으로 

공헌했습니다. 우리 주와 국가가 다시 한번 구조적 불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요즘, 

저는 Medgar Evers와 그의 이름을 지닌 칼리지보다 대중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Medgar Evers College는 센트럴 브루클린에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거의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Diana Richard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Medgar Evers 칼리지의 

졸업생이며 크라운 하이츠 지역사회에서 평생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민권 지도자인 

Medgar Evers를 기려 이 지하철역들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돕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에 이번 일이 성사되어 

의미가 더욱 새롭습니다. 칼리지와 민권 지도자의 이름을 인식하게 된 것을 지역사회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Zellnor My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edgar Evers의 역사와 유산은 정의를 

위한 현재의 움직임 안에서처럼 절실히 느껴진 적이 없으며, 그의 유산을 기리기에 

지금보다 적절한 시기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소중한 기관 중 하나를 지도에 

표시하며, 흑인과 우리나라에 대한 Medgar Evers의 헌신적인 삶을 존중하며, 오늘날 

그의 업적을 지속할 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Medgar Evers 칼리지 총장 Rudolph F. Crew 교육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이 법안 서명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Medgar Evers 칼리지는 

1970년부터 충실한 이웃으로서 크라운 하이츠와 함께했으며, 우리 지역사회가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하철역들의 명칭 변경은 Medgar 

Evers 칼리지가 센트럴 브루클린에 기여한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삶의 궤도를 변화시켜 온 5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는 우리가 

계속할 중요한 역할을 상징합니다."  

  

Medgar Evers의 딸인 Reena Evers-Everet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Evers 가족 

모두는 아버지인 Medgar가 이렇게 기념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역 명칭 변경이 

변화는 지속적이며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대중에게 오랫동안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무사히 역을 직접 방문하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Medgar Evers 칼리지 소개  



 

 

민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행동 중 암살된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후기의 지도자를 

기념하여 명명된 Medgar Evers 칼리지는 약 50년 전 창립된 브루클린의 주요 

기관입니다. 역사적으로 흑인 칼리지로 인정된 이 학교는 뉴욕 시립 대학교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학교는 브루클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 학교는 첫 번째 

총장과 이사회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한 

최초의 뉴욕 시립 대학교였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깊은 관계는 오늘날 학교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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