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의사당에서 열리는 “뉴욕주 밝은 미래 형성 | 히스패닉 유산 축하” 

전시회 발표  

  

전시회에서 노동조합, 공공 서비스, 비즈니스, 공중 보건, 우주, 항공, 예술 분야의 뉴욕 

주민 8명이 주목받아  

  

주지사, 9월 15일자로 히스패닉 유산의 달 시작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명의 라틴계(Latino) 리더들의 유산을 기리는 주 

의사당(State Capitol) 전시회와 9월 15일 기준으로 히스패닉 유산(Hispanic Heritage)의 

달이 시작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밝은 미래 형성 | 히스패닉 유산 축하(Shaping the 

Bright Future of New York State | Celebrating Hispanic Heritage)” 전시회에서는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라틴계 뉴욕 주민들의 공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전시회는 뉴욕주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 2층에 있는 전략 회의실(War 

Room)에서 열리며 10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국가의 형성, 강화에 도움을 준 

히스패닉과 라틴계 뉴욕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은 라틴계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공로 덕택에 더 강해졌습니다. 본 전시회는 우리 주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 라틴계 뉴욕 주민 8명의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뉴욕 주민들께 본 

전시회를 방문하여 8명의 비범한 사람들의 공로에 대해 배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중순부터 히스패닉 유산의 달(Hispanic Heritage Month)은 다음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 기념일과 맞추어 시작합니다. 9월 15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9월 16일 멕시코, 9월 18일 칠레, 9월 

21일 벨리즈  

  

뉴욕주 라틴계 인구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뉴욕 주민의 5분의 1이 라틴계 

또는 히스패닉입니다. 2000년부터 뉴욕주 라틴계 인구는 약 33퍼센트 증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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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뉴욕 주민의 19퍼센트를 형성합니다. 매일 라틴계 지역사회 일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신념을 가지고 뉴욕이 밝은 미래를 형성하도록 돕고있습니다. 또한 

라틴계 소유 비즈니스는 지난 10년간 상당수 증가하여 뉴욕 총 비즈니스의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라틴계 리더 8명(알파벳 순서)이 이룬 성과를 전시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ulia Alvarez (1950 - 현재) Julia Alvarez는 수상 작가이자 시인으로, 첫 

소설 “어떻게 가르시아 소녀들의 말씨가 사라졌나(How the Garcia Girls 

Lost Their Accents)”는 많은 호평을 받고 도미니카계 미국인(Dominican-

American)이 출판한 첫 주요 소설이 되었습니다. 

 Hermelinda Urvina Briones (1905 - 2008) 항공 역사 초기에 모험을 

즐겼던 비행사 Hermelinda Urvina Briones는 에콰도르에서 자랐으며 

미국에서 여성 최초로 비행사 면허를 딴 남미인(South 

American)이었습니다.  

 Fernando “Frank” Caldeiro (1958 - 2009) 나사(NASA)의 주요 우주 

비행사 Fernando Caldeiro는 우주 비행 훈련을 받은 최초의 

아르헨티나인(Argentinian)이었습니다.  

 José Arcadio Limón (1908 - 1972) 멕시코 출신 이민자 José Arcadio 

Limón은 미국 현대무용(American Modern Dance) 분야에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댄서이자 안무가였습니다.  

 Luisa Moreno (1907 - 1992)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 Luisa Moreno는 미국 

전역 스페인어 구사 지역사회를 통일하는 데 도움을 준 라틴계,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 직원들을 결성했던 중요 노조 조직책이었습니다.  

 Oscar García Rivera, Sr. (1900 - 1969) 미국 관공서에 처음으로 선출된 

푸에르토리코인 Oscar García Rivera, Sr.는 뉴욕주 의회의원에서 근무 

환경 개선, 미성년 노동법, 차별 금지법을 제창했습니다. 

 Helen Rodríguez-Trías (1929 - 2001)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소아과 의사 

Helen Rodriguez- Trías 박사는 어린시절을 푸에르토리코에서 보냈으며 

가난한 환자들의 출산 및 가족 의료 보건, 공공 의료 서비스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Prudencio Unanue (1886 - 1976) 스페인 출신 이민자 Prudencio 

Unanue는 1936년 뉴욕시에 Goya Foods를 창립하여 뉴욕시에서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스페인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오늘날 

Goya는 미국에서 가장 큰 히스패닉 소유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히스패닉 유산 전시회는 무료이며 대중에게 개방합니다. 뉴욕주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에 헌신한 라틴계 뉴욕 주민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hallofgovernors.ny.gov/HispanicHerit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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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히스패닉 유산 축하행사(Hispanic Heritage Celebration)는 올버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9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본 행사는 무료이며, 라이브 음악, 춤, 음식, 

정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본 축하행사에서 푸에르토리코 살사 

밴드인 Conjunto Imagen가 함께하며 Joe Veras, Lisette Melendez, DJ Boy Boy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empirestateplaz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 방문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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