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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립사적지에 위치한SENECA
문화예술관의 개관식
주지사 GANONDAGAN주립사적지에
위치한
발표

뉴욕 역사의 한 장면을 살펴보시려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진을 확인하세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Ganondagan 주립사적지
소재의 Seneca 문화예술관이 금일 개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 17,300 평방 피트의
문화예술관에서는 특별히 설계된 상호작용 전시장과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여 Iroquois
원주민이 2000 여년의 기간 동안 예술, 문화, 사회에 남긴 업적을 관람할 수 있다. 뉴욕
주, Seneca 부족, Finger Lakes 지역 경제발전 위원회, 다수의 민간 기부자가 힘을 모은
결과 연중 무휴 운영되는 본 문화예술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뉴욕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건립되어 보다 많은
관람객이 Seneca 부족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다.
말했다 또한 그는,
그는 “저희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공원과 역사적인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역사를 학습하며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라고 덧붙였다.
덧붙였다
본 문화예술관은 교육, 레크리에이션, 관광 명소로서 방문객들은 Seneca 부족의 고향인
Ganondagan 지역의 살아 있는 문화 현장, 아름다운 자연, Seneca 부족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본 문화예술관 내부에는 500년의 Seneca 부족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300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본 문화예술관 소개 극장에서 관람객들은 생동감 있는 실제 공연과 “The Iroquois
Creation Story”라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는 Ganondagan,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Iroquois 무용단, Garth Fagan 무용단이 합작하여 만든 작품이다. 또한 본
건물에는 2개의 학습장, 다목적 강당, 구내 식당, 기념품 판매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계획에 따라 본 문화예술관 건립에 39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또한 Finger Lakes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에서 총 9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전달하였다. Seneca 인디언 부족, Rock Foundation, Thaw Charitable Trust,

Korean

Davenport-Hatch Foundation, Ithaca 소재의 Ongweoweh사와 같은 민간 영역의
기부자들이 나머지 소요 예산 (총 1,500만 달러)를 충당하였다.
“Seneca 부족의 생활상을 보면 Ganondagan 지역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문화예술관을 통해 Seneca 부족의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알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라고
라고 주립 공원장 Rose Harvey가
가 말했다.
말했다
“관람객들이 Ganondagan 지역의 땅을 밟는 순간 Seneca 부족의 정취와 얼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추억은 그들의 뇌리 속에 평생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본 문화예술관 덕분에
관람객들은 Seneca 부족의 문화, 역사, 환경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라고
덧붙였다.
덧붙였다
500 에이커 이상의 부지에 위치한 Ganondagan 주립사적지는 1964년 국가 명소로
지정되었으며 1966년 국가 사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문화예술관은 미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고대 Seneca 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의회 소수당원 대표 Brian Kolb는
는, “Ganondagan 주립사적지에 위치한 Seneca
예술문화관을 통해 관람객들은 Iroquois 부족의 유구한 역사에 빠져들 수 있게 합니다.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합심으로 본 예술문화관은 우리 자손 대대로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아메리카 토착인의 예술과 문화는 뉴욕의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역사, 건축물, 전통은 위대하였습니다. 그들의 멋진
예술품을 보러 뉴욕을 넘어 우리 연방 각지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이라
확신합니다.”고
고 말했다.
말했다
Ganondagan 주립사적지 관리인 G. Peter Jemison씨는
씨는,
씨는 “Seneca 예술문화관의 개관은
제 30년간의 Ganondagan 생활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 예술문화관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예술문화관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저희 지역, Seneca 부족, 뉴욕 주와 Seneca 부족의 모든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 문화예술관을 건립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분들 덕택에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라고 말했다.
말했다
주지사의 NY 공원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 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년간의 약속이다. Cuomo 주지사의 ‘NY Park 2020’
프로그램의 7가지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역사적 명소와 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것이다.
주지사의 2015-16 집행 예산은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1억 1천만 달러를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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