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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아프리카계 미국인 400년 역사 위원회(400 YEARS OF AFRICAN-

AMERICAN HISTORY COMMISSION) 설립 법안에 서명  

  

위원회 설립은 400년 전 아프리카 인들이 노예 신분으로 영국 식민지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고 뉴욕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기여를 인정  

  

  

Cuomo 주지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400년 역사 위원회(400 Years of African-American 

History Commission) 설립 법안(S.3204/A.7667)에 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400년 전 

영국 식민지에 처음으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각종 활동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지사 및 입법 지도자, 

주무장관 및 교육 커미셔너가 선정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기념일은 다시 한 번 노예제도라는 

악을 되돌아보고 인종 차별의 장벽에 맞서 싸워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강화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수세기 동안의 승리를 기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회복력, 용기, 공헌을 우리 기억에 남겨 뉴욕 주민들이 그들의 이야기나 

희생을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임명된 회원 중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까지 예정된 활동과 

권고안을 주지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400년에 걸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끈기와 기여를 인정하고 강조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노예 신분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뉴욕과 미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교육하며, 지역과 비영리단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이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 지원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의해 

위원회에 제공될 것입니다.  

  

Leroy Com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세기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역사를 만들며 목소리를 내고 공명하며 중요한 일을 해왓으며, 이것은 단지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미래 영감을 주는 데 더욱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시기적절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의 상태에 

대응하는 한편, 다음 세대에 용감하고 영웅적이며 강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 파트너십 및 계획을 

시행해주신 Darling 하원의원 및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Taylor Darling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이 법안을 마련해주신 저의 동료 Comrie 상원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지원을 보내고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지난 400년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맞서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창출하고 인식을 전파할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뉴욕주의 용감한 노력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이슈 중 다수는 노예제도의 산물이다. 우리가 이 아름답고 권리를 빼앗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가운데, 저는 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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