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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CHRISTIE 주지사 미 국립공원국에  국립 911 기념박물관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요청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와 Chris Christie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미 국립공원국이 
현재 및 장래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이 비극적 911 사태를 
기념할 수 있는 장엄한 장소를 보존하고 국립 911 기념박물관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기술 보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라운드제로는 이제 다시 하늘로 치솟는 타워 건물과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박물관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이 장소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날을 상기하는 곳입니다. 비극을 당한 많은 다른 역사적 장소와 마찬가지로, 미 
국립공원국은 기념박물관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위해 그 자원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역사에 비추어 본 이 장소의 정당한 중요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국립 
911 기념박물관은 가장 큰 국가적 비극에 속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며, 이 장소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모든 미국인들이 911 사태의 비극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특별하고 엄숙한 장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 국립공원국의 재정적 지원 및 기술 보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Cuomo 뉴욕 주지사와 Chris Christie 뉴저지 주지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오늘 요청된 재정적 지원 및 기술 보조는 미 국립공원국에 의해 발의된 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aniel K. Inouye, Charles E. Schumer 및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들에 
의해 발기된 법안이 그러한 지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주지사의 서한 내용입니다:  

Salazar 장관 귀하: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는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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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000여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장소에 
있는 국립 911 기념박물관은 이제 다시 타워 건물들이 하늘로 치솟는 재생과 희망의 상징 
한 복판에서 그 비극의 날을 상기하는 감동적이고 강력한 기념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념 박물관의 설립은 민간 재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뉴욕의 
주지사 및 주저지의 주지사는 명예 수탁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911 사태 가족들, 
공무원들, 뉴욕 및 뉴저지 항만 관리청을 비롯해 전국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 사업에 
기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 이 기념 박물관 설립의 진척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념 박물관은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념 박물관에 대한 재정 및 관리 지원에 있어서 미 국립공원국이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도 믿습니다. 항공기 93 국립 기념관의 건설을 비롯해 
진주만 USS 애리조나 기념관 그리고 게티스버그 국립군사공원과 같은 장소들의 관리를 
위해 미 국립공원국은 탁월한 전문 지식 및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의 민간 관리에 대해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한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 센터 대지에 대해 공동 관할권을 가진 두 주의 지사들로서 미 
국립공원국을 통한 연방 지원은 이 기념박물관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미 
국립공원국의 전문 지식은 또한 최선의 방문객 경험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귀하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 Chris Chris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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