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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의 산책로에 위치한 

SOJOURNER TRUTH 동상을 공개했다고 발표 

  

여성 참정권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존경받는 폐지론자 및 여성 참정권을 기리는 

기념물 

  

뉴욕주의 역사에 기여한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물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성 선거권 100주년을 기념하여 얼스터 카운티의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에서 7 피트 규모의 저명한 폐지론자 및 참정권 운동가인 Sojourner Truth의 

동상을 공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Sojourner 

Truth의 열정적인 신념은 그를 시민권 개혁 및 여성 평등권 운동의 롤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은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용감하고 

선구적인 뉴욕 주민을 기억하여 뉴욕을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영감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YS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의 

Sojourner Truth 동상을 공개하는 것은 여성 참정권 운동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폐지론자이자 참정권 운동가를 기리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1917년 뉴욕은 주요 

주정부로는 처음으로 선거권을 인정하고 3년 후 수정헌법 제19조(19th Amendment)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 Sojourner Truth, Harriet Tubman 

등과 같은 강력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수십 년 간 진행된 투쟁의 

역사에서 빠지곤 합니다. 이 기념물은 마침내 뉴욕의 풍부한 역사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평등을 위한 싸움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위해 더욱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nysparks/sets/72157715646104193/#_blank


 

 

Isabella "Bomefree" Baumfree는 네덜란드계로 얼스터 카운티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노예제가 법적으로 철폐되기 1년 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순회 설교자로서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사회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유색인종 및 여성이 겪는 심각한 불평등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Sojourner Trurth라고 이름을 바꾼 그는 19세기 전국적인 폐지론 및 보통 선거권 운동을 

선도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용커스 출신 조각가 Vinnie Bagwell이 제작한 이 동상에는 텍스트, 점자 및 상징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은 동상 주변을 산책하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커트의 

주름은 자녀를 돌보는 어린 노예 어머니와 노예 판매 사인, 동료 폐지론자의 이미지, 

여성 참정권 운동 행진의 포스터 이미지 등 Sojourner의 인생 경험을 표현할 캔버스로 

사용되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조각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Sojourner Truth, 

Vinnie Bagwell의 조각상, 여성 선거권 운동, 현재 선거자 등록 정보 등 교육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arks.ny.gov/history/women/을 방문해 

주십시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은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에 이 감동적인 Sojourner Truth 동상을 설치하여 우리 

뉴욕주와 미국 역사를 더욱 온전히 남겨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평등과 자유를 위해 싸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을 기념하고 

지지하는 노력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번째 수정안 비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허드슨 밸리 출신 Sojourner Truth의 놀라운 기여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에 멋진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주신 Hochul 부지사 및 뉴욕 주립공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Sue Ser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폐지론자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Sojourner Truth의 유산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끈기, 희망과 

자유입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 예술 작품은 이토록 놀라운 여성에게 

어울리는 헌사입니다. 여기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에 위치한 그의 동상은 우리 모두가 

역경을 극복할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를 단결시키며, 더욱 좋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뉴욕주 의회 여성 코커스(NY State Legislative Women's Caucus) 위원장인 Didi 

Barre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수정헌법 

제19조(19th Amendment) 비준을 기념하는 가운데, 저는 가장 용감하고 끈기 있는 

뉴욕의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여성의 참정권 및 인종 평등을 위해 싸운 여성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ojourner Truth는 폐지론자이자 페미니스트이며 

https://parks.ny.gov/history/women/#_blank


 

 

모든 뉴욕 여성과 연대했습니다. 이 기념물은 그의 유산을 기리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신념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Jonathan Jacob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장벽을 부수려고 했던 얼스터 카운티 출신을 기념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의 투쟁은 19세기에 일어난 대담하고 용기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의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제19조 비준 10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전국 

여성 평등의 날(National Women's Equality Day)에 Sojourner Truth의 동상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허드슨의 워크웨이(Walkway)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대한 미국의 영웅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atrick Ryan 얼스터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는 

Sojourner Truth의 삶과 유산을 기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워킹 브리지 입구에 동상을 

배치하였으며, 이는 1826년 동상의 위치한 곳에서 단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 여성을 기념하기 위한 알맞은 선택입니다. 평생 동안 Truth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의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사 

법을 위반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그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Sojourner Truth는 자신의 경험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이야기를 

전국의 사람들과 공유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카운티와 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를 기념하는 

기념물을 만들도록 지원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 Kathy Hochul 부지사, 그리고 

기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Rob Rolison 포킵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잘 어울리는 

기념물입니다. Sojourner Truth는 인권 운동가, 폐지론자,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에서 노예로 태어난 그는 오랫동안 허드슨 밸리에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 모든 곳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싸움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은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을 지나며 이 빛나는 인물의 생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유와 희망, 끈기의 상징입니다." 

  

Fred Pizzuto 로이드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드 타운은 Sojourner 

Truth의 놀라운 기념물을 보유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가 이곳 얼스터 카운티에서 

보낸 첫 30년은 투쟁과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마침내 극복했고, 그의 강인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상이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되어, 그를 비롯하여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에 대해 

알고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바랍니다." 

  

예술가 Vinnie Bagwe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예술가 Vinnie Bagwe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참정권 100주년과 수정헌법 제19조 비준 100주년을 맞아 'Sojourner 



 

 

Truth' 작품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투쟁이 

진보로 이어진 순간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공 장소에 위치한 공공 예술 

작품은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우리의 가치와 헌신으로 지역사회를 

일깨우고 통합시킬 것입니다." - Vinnie Bagwell, 조각가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조직인 프렌즈 오브 워크웨이(Friends of the Walkway)의 

Elizabeth Waldstein-Hart 총괄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ojourner 

Truth의 상징적인 동상이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에 세워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워크웨이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하는 

장소이며,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허드슨 밸리의 가장 용감한 지도자 중 한 명에 대해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그들이 Sojourner Truth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의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뉴욕주는 여성 권리 운동의 본거지입니다. 1848 년 세네카 폴스에서 Lucretia Mott 및 

Elizabeth Cady Stanton이 주관한 사상 최초의 여성의 권리 대회(Women's Rights 

Convention)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9년 후인 1917년 11월 6일, 뉴욕주 여성들은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로부터 삼 년 후, 미국 전 지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9조(19th Amendment)가 비준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회장을 맡은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는 19번째 수정안이 통과된 후 100주년이 되는 2020년 

사이의 여성 참정권 기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여성 

참정권 성취와 이 획기적 사건에서의 뉴욕 주민 및 뉴욕주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을 

축하하고, 동시에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y.gov/suffrage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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