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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 뉴욕 여성 투표권 100주년 프로젝트 시행  

  

미국 교원연맹 및 퍼스트 북과 협력하여 주 내 15명의 교원에게 뉴욕에서의 여성 참정권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시행할 자원 제공  

  

신청서 제출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와 Kathy Hochul 부지사가 오늘 미국 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 및 퍼스트 북(First Book)과 협력하여 2017년 11월 6일에 

여성 참정권 쟁취 100주년을 기념하는 뉴욕 여성 투표권 100주년 프로젝트(New York 

Women's Vote Centennial Project)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교원들을 초청하여 

강의실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추진하여 참정권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가 주 내에서 수상자 

1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뉴욕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19번 째 

수정안을 통과하기 3년 전인 1917년에 이미 투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여성 참정권 운동의 자랑스러운 

발원지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의 풍부한 유산에 기초하여 세네카 폴스(Seneca Falls)로 

부터 얻은 교훈을 뉴욕시민들의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교원들과 

학생들 내놓은 이번 역사적인 기념일을 축하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기대됩니다.”  

  

여성 참정권 위원회 회장인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개선하는 일에는 항상 전국의 앞장에 섭니다. 이런 역사에 대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 외에는 더 나은 방식이 없습니다. 여성의 투표권 100주년 

프로젝트는 교원들이 젊은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수업 활동 작성과 개발에 도전하게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난 역사에 관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이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https://firstbook.wufoo.com/forms/rlzvn0o0srbncf/#_blank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역사, 시민 참여, 민주주의 발전, 평등 권리 혹은 그와 연관된 

화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교원과 학생들이 탐구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평등 권리 유산은 무엇일까?’라는 과제입니다. 

프로젝트는 학전반부터 12학년(k~12)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서는 2017년 10월 11일까지 이 링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 내 각 지역과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1명씩 총 15명의 수상자를 뽑습니다. 15명의 수상자는 각각 500달러 

상당의 서적과 자료들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원들은 퍼스트 북(First Book) 시장에서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학교는 여성 참정권 위원회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습니다.  

  

AFT 회장 Randi Weingart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민 참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강화와 보호에 중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경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Frederick Douglass가 말했듯이 ‘권력은 종래로 자진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참정권 운동의 활동가와 선구자들이 이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서 우리가 투표권과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화에 대한 발언권에 대한 위협에 

맞서 싸워 이길 때 지금 우리가 여성이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고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정권 운동에 대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행동에 옮기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부회장 Jolene DiBrang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연합 운동을 통하여 여성권리 운동을 발전하는 데 전국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뉴욕이 여성의 투표권을 알리는 100주년을 맞는 해에 우리가 

계속하여 여성의 역사, 민주화의 발전에 대한 지지에 대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일조하고 퍼스트 북과 한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협력 관계는 교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서적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퍼스트 북(First Book)의 회장 Kyle Zimme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멋진 여성 투사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협력 관계가 젊은 청소년 친구들이 자신들을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할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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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s Suffrage Commission)는 뉴욕주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후 100주년이 되는 

2017년과, 19번째 수정안이 통과된 후 100주년이 되는 2020년 사이의 여성 참정권 

기념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여성 참정권 성취와 이 

http://bit.ly/2jucK4O#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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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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