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뉴욕주 작가(STATE AUTHOR) 및 뉴욕주 시인(STATE POET) 

지명자들에 대해 발표  

 

뉴욕주 작가(State Author)에 지명된 Colson Whitehead 작가 및 뉴욕주 시인(State 

Poet)에 지명된 Alicia Ostriker 시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olson Whitehead 작가가 뉴욕의 12 번째 뉴욕주 

작가(State Author)로 지명되었으며, Alicia Ostriker 시인이 뉴욕의 11 번째 뉴욕주 

시인(State Poet)으로 지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설가, 저널리스트, 회고록 작가, 

논픽션 작가인 Whitehead 작가는 픽션 작가를 위한 Edith Wharton 뉴욕주 공로 

표창장(New York State Edith Wharton Citation of Merit for Fiction Writers)을 받을 

예정이며, Ostriker 시인은 시인을 위한 Walt Whitman 뉴욕주 공로 표창장(New York 

State Walt Whitman Citation of Merit for Poets)을 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예술과 문화의 중심부였습니다. 

이 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뉴욕주의 

작가들을 기념합니다. 명성이 널리 알려진 Colson Whitehead 작가와 찬사를 받고 있는 

Alicia Ostriker 시인을, 작가 공동체 및 뉴욕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뉴욕주 작가(State Author)와 뉴욕주 시인(State Poet)이라는 

권위있는 직책에 지명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Whitehead 작가와 Ostriker 시인의 공식적인 취임식은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워싱턴 애비뉴 1400 번지(1400 Washington Avenue) 소재 올버니 대학교 

업타운 캠퍼스(University at Albany Uptown Campus)의 캠퍼스 센터(Campus 

Center)에서 개최됩니다.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장은 더치 쿼드 대학교(Dutch Quad 

University) 부지에 있습니다. 두 계관 작가들의 작품 낭송이 포함된 이 행사는 무료 공개 

행사입니다.  

 

COLSON WHITEHEAD, 뉴욕주 작가(State Author) (2018-2020)  

Colson Whitehead는 뉴욕주 작가(NYS Author)로서 Edmund White를 계승하며 Allison 

Lurie, Mary Gordon, Russell Banks, Kurt Vonnegut, James Salter, Peter Matthiessen, 



 

 

William Gaddis, Norman Mailer, E. L. Doctorow, Grace Paley 등을 포함하여 이 직위를 

가지고 봉사한 뛰어난 작가 그룹에 합류합니다. 

 

6 편의 소설을 저술한 Colson Whitehead 작가는 미국 신화, 역사, 인종적 정체성 등의 

의미와 함께 영웅적인 방식으로 고군분투하여 쓴 작품을 기념합니다. 화이트 헤드의 

가장 최근 소설은 남북 전쟁 이전 미국의 탈출한 노예들을 위한 안전한 집과 비밀 통로 

네트워크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한 “대체 역사” 소설인 지하 철도(The Underground 

Railroad) (2017) 입니다.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베스트 셀러 1 위이고 오프라 북 

클럽(Oprah Book Club) 선정 도서인 이 소설은 국립 도서상(National Book Award), 

퓰리처 상(Pulitzer Prize), 카네기 픽션 메달(Carnegie Medal for Fiction), Arthur C. 

Clarke 상(Arthur C. Clarke Award), Hurston/Wright 픽션상(Hurston/Wright Fiction 

Award), 하트랜드 상(Heartland Prize) 등을 수상했습니다.  

 

Colson Whitehead 작가는 1969년생으로 맨해튼에서 자랐습니다.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를 졸업한 후 더 빌리지 보이스(The Village Voice)에서 

근무하면서 텔레비전, 서적, 음악 등에 대한 비평을 썼습니다. 그의 비평, 에세이, 소설은 

또한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더 뉴요커(The New Yorker), 뉴욕 매거진(New York 

Magazine), 하퍼즈(Harper's), 그랜타(Granta) 등에도 실렸습니다.  

 

Whitehead 작가는 휴스턴 대학교(University of Houston),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브루클린 칼리지(Brooklyn College),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웨슬리언 

대학교(Wesleyan University)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바사 칼리지(Vassar College), 

리치먼드 대학교(University of Richmond), 와이오밍 대학교(University of Wyoming) 

등에서 전속 작가로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White를 뉴욕주 작가(State Author)로 추천한 자문위원회에는 (1) Claire Messud 소설가, 

(2) 뉴욕주 작가 협회(New York State Writers Institute)의 집행 이사인 William Kennedy 

소설가, (3) 뉴욕주 작가 협회(Newl York State Writers Institute)의 Mark Koplik 국장, (4) 

2 명의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대학생 Deyshawn Clarke-Wells 및 Elise 

Coombs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올버니 대학교(UAlbany) 교수진, 학생 및 

대형 문학 공동체와 상의하기 위해 수개월을 지낸 후, 투표에 있어서 “선거구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Colson Whitehead 작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https://www.colsonwhitehead.co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LICIA SUSKIN OSTRIKER, 뉴욕주 시인(New York State Poet) 2018-2020  

Alicia Suskin Ostriker 시인은 뉴욕주 시인(State Poet)으로서 Yusef Komunyakaa를 

계승하며 Marie Howe, Jean Valentine, Billy Collins, John Ashbery, Sharon Olds, Jane 

https://www.colsonwhitehead.com/


 

 

Cooper, Richard Howard, Audre Lorde, Robert Creeley, Stanely Kunitz 시인들을 

포함하여 이 직위에서 봉사한 뛰어난 시인들의 긴 대열에 합류합니다.  

 

16 권의 시집을 저술한 Alicia Ostriker 시인은 그녀 세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시 비평가 

중 한 명일뿐만 아니라 가장 찬사받는 시인 중 한 명입니다. Joyce Carol Oates는 

“산문이나 시에 나오는 그녀의 우상 파괴적인 표현이 미국인의 자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Ostriker 시인의 작품은 모성, 여성, 사회 정의, 유대인 정체성 

등을 잘 표현하고, Joan Larkin 시인의 말에 의하면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작품들입니다.  

 

전국 유태인 도서상(National Jewish Book Award) 수상작품인 그녀의 최신 저서 빛을 

기다리는 중(Waiting for the Light) (2017)은 뉴욕시, 미국, 전 세계의 삶에 대한 현재의 

반영입니다. Alicia Ostriker 시인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59년에 브랜다이스 대학교(Brandeis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1961년과 

1964년에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각각 

문학석사 학위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박사 학위 논문인 William Blake의 

비전과 운문(Vision and Verse in William Blake) (위스콘신 대학교 출판부(University of 

Wisconsin Press))은 처음으로 출판된 그녀의 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펭귄 

클래식(Penguin Classics) 전집에 싣기 위해 William Blake의 전체 시(William Blake's 

The William Blake's The Complete Poems)라는 제목으로 편집하고 주석을 새로 

달았습니다.  

 

Ostriker 시인은 미국 예술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구겐하임 

재단(Guggenheim Foundation),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미국 시 

협회(Poetry Society of America), 샌프란시스코 주립 시 센터(San Francisco State 

Poetry Center) 그리고 기타 단체들에서 주는 상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러트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의 영어학과 명예 교수이자 드류 대학교(Drew 

University)의 낮은 단계의 전속 시인 MFA 프로그램(low-residency poetry MFA 

program)의 교수진에 속해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와 뉴저지의 프린스턴을 왕래하며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Ostriker 시인을 뉴욕주 시인(State Poet)으로 추천한 자문위원회에는 (1) 뉴욕주 

시인(State Poet) 자리에서 물러나는 Yusef Komunyakaa 시인, (2) 이전 뉴욕주 

시인(State Poet)인 Marie Howe 시인, (3) 시인이자 올버니 대학교(UAlbany) 아프리카 

연구 교수인 Leonard A. Slade, Jr. 박사, (4) 올버니 대학교(UAlbany) 동창이자 하퍼 

콜린스 칠드런스 북스(Harper Collins Children's Books)의 Suzanne Murphy 사장, (5) 

뉴욕주 작가 협회(New York State Writers Institute)의 Paul Grondahl 국장, (6) 2 명의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대학생 Maggie Gorman 및 Heather Lengyel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올버니 대학교(UAlbany) 교수진, 학생 및 대형 문학 

공동체와 상의하기 위해 수개월을 지낸 후, 투표에 있어서 “선거구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Alicia Ostriker 시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시인의 시 재단(Poetry 

Foundation) 웹 페이지인 https://www.poetryfoundation.org/poets/alicia-ostrike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작가 협회(New York State Writers Institute)  

올버니 소재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뉴욕주 작가 협회(New 

York State Writers Institute)는 1984년에 발효된 법에 의거하여 영구적인 주정부 후원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작가협회는 전세계의 유명 및 신인 작가들이 지도와 

창의적 교환을 위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1985년에 Mario Cuomo 주지사와 주의회는 본 협회가 평생 업적으로 뉴욕주 최고의 

문학 영예를 받을 만한 작가들에게 Edith Wharton 픽션 작가 공로상(Edith Wharton 

Citation of Merit for Fiction Writers) (뉴욕주 작가(State Author))과 Walt Whitman 시인 

공로상(Walt Whitman Citation of Merit for Poets) (뉴욕주 시인(State Poet))을 수여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는 뉴욕주 작가(State 

Author)와 뉴욕주 시인(State Poet)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에서 유일한 

대학교입니다.  

 

이 작가 협회(Writers Institute)의 후원하에 소집된 유명 작가들로 구성된 두 자문단의 

추천에 따라, 주지사는 2년마다 우수한 픽션 작가 한 명과 시인 한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년 임기 동안 뉴욕주 계관 작가들은 뉴욕주 전역에서 공개 낭독 및 대화를 

통해 픽션 쓰기와 시작을 진흥하고 장려합니다.  

 

뉴욕주 시인 및 작가와 뉴욕주작가협회(NYS Writers Institute)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albany.edu/writers-in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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