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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배터리 파크 시티의 CABRINI 수녀 기념비 발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기념비는 이민자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삶을 

헌신한 Cabrini 수녀의 영웅적인 유산을 기려  

  

주지사의 Cabrini 기념 위원회가 추천한 예술가 Jill 및 Giancarlo Biagi의 수상 디자인  

  

새로운 기념 교육 웹사이트 및 오디오 투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배터리 파크 시티 에스플러네이드(Battery Park City 

Esplanade)를 따라 위치한 사우스 코브(South Cove) 바로 남쪽의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 위치한 뉴욕주의 Cabrini 수녀 기념비(Mother Cabrini 

Memorial)를 공개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 모두를 직접 볼 수 있는 이 지역은 이민자들의 후원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 기념비는 주지사가 작년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에 

처음으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후에 공개되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수십 개의 

고아원, 병원 및 학교를 짓는 등 뉴욕에서 이탈리아계 미국인 이민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Cabrini 수녀가 봉사한 것을 강조하는 설명 패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광장은 Cabrini 

수녀의 출생지인 이탈리아 산탄젤로 로디지아노(Sant'Angelo Lodigiano)의 돌로 만든 

좌석 및 모자이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콜럼버스 데이에 Cabrini 수녀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작년의 발표 시기보다 더 적절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가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편안한 

시기가 아닌 폭풍과도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정신을 시험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지금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동상은 우리를 국가로서, 

사람들로서 위대하게 만드는 원칙과 우리를 지구상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원칙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abrini 수녀의 가치인 연민, 수용, 지역사회, 자유, 

믿음, 희망과 사랑이 그것입니다."  

  

대리석 기반에 세워진 청동 기념물은 Cabrini 수녀가 두 명의 아이들과 종이배에 올라탄 

모습을 묘사하며, 종이배는 Cabrini가 어린 시절 접어 제비꽃을 채워 넣던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배를 자신의 집 밖의 물살에 놓아 보냄으로써 이 배들은 그녀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곤 했습니다. 종이배는 희망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종이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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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기 쉽고 섬세하지만 물의 흐름에 대항하여 계속 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역경과 

투쟁에 직면한 Cabrini 수녀의 결심을 상징합니다.  

  

세 인물은 모두 자유의 여신상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여신상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항(New York Harbor)에 들어설 때의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Cabrini 

수녀 또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사명으로 1889년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Cabrini 수녀의 어린 시절을 반영한 어린 소녀는 아이들을 교육하려는 

Cabrini 수녀의 헌신을 상징하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유산에 음악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은 짐과 Cabrini 수녀의 출생지 근처에서 발명된 악기인 

오카리나를 들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져온 음악과 문화를 대표합니다.  

  

Cabrini 수녀 기념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읽고 오디오 투어를 들으려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2019년 10월 24일에 Cuomo 주지사는 Cabrini 수녀 기념 

위원회(Mother Cabrini Memorial Commission)를 설립하여 Cabrini 수녀를 기리는 동상의 

제작을 감독했습니다. 주지사가 임명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새로운 기념비의 디자인, 부지,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Cabrini 수녀 위원회 

위원 Philip Foglia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법률 방어 및 고등 교육 기금(Ital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Higher Education Fund)의 오랜 검사 겸 자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에 코로나 19로 사망했습니다.  

  

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에 제안에 대한 대회를 열었으며, 예술 지역사회에 대한 

강력한 지원 활동을 통해 디자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로부터 

제출을 받았으며, 모두 그녀의 삶과 뉴욕과 전 세계의 이민자들에 대한 깊은 헌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토 과정 후, 위원회는 뉴욕시 기반의 조각가 Jill 및 Giancarlo 

Biagi를 Cabrini 수녀에 대한 기념비 디자인 및 건축에 추천하였습니다.  

  

Jill Biagi는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공부했으며,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에서 석재 조각 장인들과 함께 예술 작품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받았습니다. Giancarlo Biagi는 피에트라산타의 스타지오 스타기 미술 기관(Istituto 

d'Arte Stagio Stagi)에서 공부한 후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Art Students 

League)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Jill과 Giancarlo는 함께 삶의 이야기를 

포착하고 존경받는 개인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공공위원회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가들의 다른 작품은 전 세계의 주요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Jill과 Giancarlo는 뉴욕과 피에트라산타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팀에는 건축가 Martin Sendlewski와 조명 디자이너 Ken Farley가 

포함되었습니다.  

  

Cabrini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조직을 설립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3명의 아이 중 막내로 1850년 롬바디에서 태어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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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그녀는 서약을 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수녀회인 성심 

선교사 자매(Missionary Sisters of the Sacred Heart)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그녀는 맨해튼에 있는 세인트 요아킴(St. Joachim) 교구, 폼페이 성모 

교회(Church of Our Lady of Pompeii), 트랜스피겨레이션 가톨릭 교회(Transfiguration 

Catholic Church) 그리고 브롱크스의 카시아의 세인트 리타(St. Rita of Cascia), 

브루클린의 세인트 스티븐 교회(Church of St. Stephen)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또한 

콜럼버스 병원(Columbus Hospital)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은 카브리니 메디컬 

센터(Cabrini Medical Center)로 개명된 후, 수년 동안 맨해튼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웨스트 파크에 묻혀 있었던 Cabrini 수녀는 현재 그녀가 설립한 맨해튼의 세인트 

프랜시스 카브리니 신사(St. Frances Cabrini Shrine)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Cabrini 

수녀가 사망한 지 거의 30년이 지난 1946년,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한 인물 중 

최초로 시성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민자의 수호성인(patron saint of immigrants)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욕 전역의 여러 학술 기관, 종교 건물 및 병원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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