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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배터리 파크 시티의 사우스 코브에 CABRINI 수녀 기념관(MOTHER 

CABRINI MEMORIAL)가 들어설 것이라고 발표  

  

기념관 건설을 위한 예술가 탐색이 현재 진행중이며, 설계 제안서는 여기에 제출 가능  

  

기념관은 지역사회와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Cabrini 수녀의 유산을 기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abrini 수녀 기념관(Mother Cabrini Memorial)은 

자유의 여신상 및 엘리스 섬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배터리 파크 시티의 사우스 코브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abrini 수녀 기념 위원회(Mother Cabrini Memorial 

Commission)는 또한 Cabriini 수녀의 유산을 기리는 기념관을 설계및 건설할 예술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Cabrini 수녀는 이민자로 미국에 온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등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수십 개의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념관은 위대한 뉴욕 주민이자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Cabrini 수녀의 유산을 기립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미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도록 돕는 그녀의 헌신을 완벽하게 상징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념관이 그녀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자선과 선의에 대한 경의를 

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관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설계안을 검토하기를 고대합니다."  

  

숙련된 예술가는 다음의 링크에서 설계 제안서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cabrinimemorial. 제안서는 반드시 미국 동부 

표준시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되어야 

합니다.  

  

Cabrinini 수녀 기념관 위원회(Mother Cabrini Memorial Commission)는 제출된 제안서 

중에서 최종 진출자를 검토 및 선출하고 주지사에게 최종 제안서를 추천할 것입니다. 

기념관 및 작품의 디자인과 제작 예산은 약 750,000 달러입니다.  

  

Cabrini 수녀 위원회(Mother Cabrini Commission)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abrini 수녀의 유산  

  

Cabrini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조직을 설립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3명의 아이 중 막내로 1850년 롬바디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그녀는 서약을 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수녀회인 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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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rini 수녀는 1889년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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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폐업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맨해튼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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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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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