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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역사협회와 협력하여 “지하철 치료” (SUBWAY THERAPY) 

프로젝트의 포스트잇 메모 보존을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역사협회(New-York Historical Society)가 수도권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과 협조하여 뉴욕 시민들이 뉴욕시 

전체 지하철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포스트잇 메모지에 그들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한 “지하철 치료(Subway Therapy)” 설치물을 보존하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Cuomo 주지사는 수천 명의 뉴욕시민이 14번가 유니언 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진행한 스티커 메모 붙이기 활동에 합류하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당신의 피곤한 마음, 당신의 부족함,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제가 램프를 골든 문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엠마 라자러스(Emma Lazarus)...자유의 여신 - Andrew C.” 사진은 

여기를 클릭하시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주간 뉴욕시민은 두려움과 분열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연령대, 인종 및 종교의 

뉴욕시민이 함께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커뮤니티며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이 강력한 상징을 보존하려 합니다. 뉴욕의 횃불은 항상 높이 

들려 있습니다. 역사협회와의 이번 합작은 뉴욕시민이 이 역동의 시기에 단합한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인 Matthew Levee Chavez가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접착식 

노트와 펜을 지하철역에 갖고와서 뉴욕시민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적을 것을 격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였습니다. Chavez의 협조하에 

뉴욕역사협회는 선거 후 한 달간 사람들의 감정과 인간성을 상징한 이 접착식 

메모지들을 수거할 것이며 오늘 아침부터 조심스럽게 떼내어 보관할 것입니다.  

 

뉴욕역사협회는 상당 부분의 메모지들을 보존하여 역사 응답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017년 1월 20일까지 시민들은 센트럴 

파크 웨스트의 77번가에 있는 뉴욕역사협회의 정문 입구의 유리 벽에 계속하여 

메모지를 붙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photos-governor-cuomos-message-new-york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76488583076


Matthew Levee Chav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철 치료’는 포용, 스트레스 해소와 평화로운 

표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경험할 수 있게 보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뉴욕역사협회 회장 겸 CEO Louise Mirr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사건들의 기억을 영원히 남길 것입니다. 우리 생의 순간들 특히는 

자발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나중에 생생한 역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치료’는 이 역사적 순간을 완벽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Chavez씨와 MTA 

협조하에 다음 세대들에게 현재 발생한 사건들의 역사적 영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MTA 회장 겸 CEO Thomas F. Prenderga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지하철 밖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한 뉴욕역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역사협회는 역사 응답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 문화의 최전선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큐레이터 팀은 위기 혹은 흥분의 자발적인 순간에 발생한 물건들 보존에 

동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11테러와 관련된 인공물, 동성 결혼식 및 올란도 

나이트클럽 총기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기념 등이 있습니다. 뉴욕 역사관에서는 

최근에 문을 닫은 포시즌스 레스토랑(Four Seasons Restaurant)에 걸려있던 피카소 

그림 커튼과 같이 뉴욕시민이 믿고 맡기는 미국 문화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들을 

수집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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