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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 뉴욕주의 여성 참정권 100 주년(100TH
ANNIVERSARY OF WOMEN'S SUFFRAGE)을 기리기 위해 유명한 여성 참정권론자 2
명의 동상을 세운다고 발표

얼스터 카운티와 롱아일랜드에 세워질 예정인 Sojourner Truth의 동상 및 Rosalie
Gardiner Jones의 동상
여성의 투표권을 기리며 보라색과 금색 조명으로 장식되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와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를 포함한 뉴욕주 전 지역의
건물들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2017 년 11 월을 여성 선거권 100 주년의 달(Women's Suffrage
Centennial Month)로 선언하는 선언문

Andrew M. Cuomo 주지사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여성 참정권 100
주년(100th anniversary of women's suffrage)을 기념하여 주정부가 여성 참정권론자인
Sojourner Truth 및 Rosalie Gardiner Jones를 기념하여 두 개의 동상을 헌정하여 세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 참정권은 19 번째 수정안(19th amendment)이 미국
전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전인 3 년 전인 1917 년 11 월 6 일에 뉴욕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지사와 부지사는 또한 2017 년 11 월을 여성 선거권 100 주년의
달(Women's Suffrage Centennial Month)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폴스(Seneca Falls) 바로 여기에서 개시된
참정권 운동의 시작부터 역사적인 여성 평등 어젠다(Women's Equality Agenda)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에서 여성 참정권 100 주년(100th anniversary of women's suffrage)을 기념하고 이
길을 닦은 여성들의 용기와 인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이 중요한 이정표를 인식하고 지난 세기 동안 얼마나 많이 진보해 왔는지 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위해 계속 투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 참정권 위원회(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도시 주민들은 오늘 저녁에 보라색과
금색 조명으로 수놓아질 하늘을 보고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에서 선출된 가장 높은 직급의 여성이자 이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성화를 운반하고 인종, 민족, 출생시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평등이라는 비전을 이행하며 모든 여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창출하게 될 차세대
젊은 여성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Sojourner Truth의 동상은 그녀가 태어난 얼스터 카운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Truth는 1797 년경에 노예로
태어났으며, 세 번 팔린 후 1826 년에 궁극적으로 자유를 찾아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1883 년에 사망할 때까지 유명한 노예 해방론자이자 여성 권리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Rosalie Gardiner Jones의 동상은 롱아일랜드의 콜드 스프링 하버 주립 공원(Cold Spring
Harbor State Park)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존스 장군(General Jones)”으로 알려진
그녀는 콜드 스프링 하버에서 태어나서 거주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뉴욕시에서 올버니와 워싱턴 DC로 행진하면서 참정권을 선도한 “순례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주정부는 각 동상의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디자인 제출 요청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여성 두 명을 포함하여, 현재 뉴욕주 소유 자산에는 25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오스위고의 남북 전쟁 종군의인 Mary Walker 박사 및 레치워스 주립
공원(Letchworth State Park)의 개척자인 Mary Jemison Truth 및 Jones의 새로운 동상을
추가하여, 뉴욕주 자산에 세워진 여성 동상의 총 개수는 두 배에서 네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보라색 및 금색 조명으로 장식되는 건물들
주지사와 부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건물들이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참정권 운동의
색상인 보라색과 금색 조명으로 장식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여하는 건물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New York City)
·
·
·
·
·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One World Trade Center)
4 타임즈 스퀘어(4 Times Square)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콘 에디슨 클락 타워(Con Edison Clock Tower)
뱅크 어브 아메리칸 타워(Bank of America Tower)

버펄로 (Buffalo)/웨스턴 뉴욕 (Western New York)

·
·
·
·
·
·
·
·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버펄로 시티 홀 돔(Buffalo City Hall Dome)
로스웰 파크 사인(Roswell Park Sign)
M&T 뱅크(M&T Bank)
원 커낼사이드(One Canalside)
세네카 원 타워(Seneca One Tower)
일렉트릭 타워(Electric Tower)
버펄로 뉴스(Buffalo News)

로체스터 (Rochester)
·
·
·
·
·

타워 280(Tower 280)
원 이스트 애비뉴(One East Avenue)
더 메트로폴리탄(The Metropolitan)
하이 폴스(High Falls)
런델 메모리얼 빌딩(Rundel Memorial Building)

시러큐스 (Syracuse)
·
·
·
·
·
·
·
·
·

뉴욕 스테이트 페어 게이츠(New York State Fair Gates)
내셔널 그리드 빌딩(National Grid Building)
크라우스 호스피탈 타워(Crouse Hospital Tower)
바클레이 데이먼 빌딩(Barclay Damon Building)
오논다가 코트하우스(Onondaga Courthouse)
카네기 빌딩(Carnegie Building)
번살 웨이(Bernthal Way)
시러큐스 유니버시티 헨드릭스 채플(Syracuse University Hendricks Chapel)
시러큐스 유니버시티 홀 어브 랭귀지스(Syracuse University Hall of
Languages)

올버니 (Albany)
·
·

알프레드 E. 스미스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SUNY 빌딩(SUNY Building)

뉴욕 참정권 100 주년 기념(New York Suffrage Centennial Celebration) 행사
오늘 저녁, Hochul 부지사와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는 또한 뉴욕 참정권 100주년(New York Suffrage Centennial)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SAP 레오나르도 센터 뉴욕(SAP Leonardo
Center New York)에서 SAP 넥스트-젠(SAP Next-Gen)과의 공동 작업입니다. 허드슨
야즈(Hudson Yards) 48 층에서 참석자들은 참정권을 상징하는 색상인 보라색과 금색
조명으로 장식된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 및 기타 역사적인 건물들을
포함한 뉴욕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투표했어요(I Voted)” 기념 스티커
“투표했어요(I Voted)” 특별 기념 스티커가 내일 선거일에 뉴욕주 전 지역의 투표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이 스티커 디자인은 9 월에 인기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Sulzer 주지사 당선인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1912
년 12 월 뉴욕시에서 올버니까지 150 마일의 도보 여행을 이끌었던 뉴욕의 여성
참정권론자이자 주최자였던 “장군” Rosalie Jones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해시
태그 #NYWomenLead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투표했어요(I Voted)” 스티커 사진을
공유하도록 권유받고 있습니다.
#FindtheSent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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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년 후인 1917 년 11 월 6 일, 뉴욕주
여성들은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삼 년 후, 미국 전 지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19차 수정안(19th Amendment)이 비준되었습니다.
세네카 폴스에서 미국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기본 문서인 ‘감성 선언서(Declaration of
Sentiments)’가 비준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문서의 원본은 분실되었습니다. 2015
년에 Obama 대통령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이 분실된 감성 선언서(Declaration of
Sentiments)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버펄로 출신의 전임
연방정부 최고 기술 책임자인 Megan Smith와 함께, 우리는 #FindtheSentiments를 통해
감성 선언서를 찾기 위한 도전 과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저장소와 저장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슴과 마음으로 찾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ny.gov/FindtheSentiment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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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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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