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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참전용사의 날에 새로 확장된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의 개장 발표  

  

센터는 향상된 방문자 접근성, 새로 혁신된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많은 추가 수상자의 

사례 인식  

  

뉴욕주 상원의원인 고 William Larkin, Jr.를 기리는 명판이 새로운 동 헌정식 중에 공개  

  

여기에서 사진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National Purple Heart Hall of Honor) 1,700만 달러 규모의 확장 건설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George Washington이 처음으로 현재 퍼플 하트의 영감이 

된 배지 오브 밀리터리 메리트(Badge of Military Merit)를 설립한 곳에서부터 멀지 

않습니다. 7,000제곱피트의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는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새로 혁신된 전시 공간을 만들어 개별 수상 수상자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시설은 속도를 높여 진행된 1년 건설 일정 후 대중에게 다시 공개됩니다.  

  

또한 새로운 동을 헌정하는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 기념식에서, Kathy Hochul 

부지사는 2006년에 홀 오브 아너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확장을 위해 

1,000만 달러를 확보한 뉴욕주 상원의원 고 William Larkin, Jr.를 기리는 명판을 

공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우리의 자유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라에 봉사하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에게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참전용사의 

날에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들을 기리며,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행한 엄청난 희생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새로 확장된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의 개장과 함께,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은 함께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에 

살기 위해 이 영웅들이 치렀던 희생에 대해 배우고 기림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의 날에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의 확장과 혁신의 완성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주정부, 용감한 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의 참전용사이며 지치지 않는 공무원이었던 고 Bill Larkin 

상원의원과 다른 이들의 지원으로 이 시설은 전쟁 영웅과 퍼플 하트 수상자의 이야기에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396f831-4c0dc10e-13940104-000babda0031-5af98714dd824a12&q=1&e=e4e879ba-268b-4f5e-8642-b777b5f72dde&u=https%3A%2F%2Fflic.kr%2Fs%2FaHsmS6iRca


 

 

초점을 맞추어 향상된 전시 및 갤러리를 포함하도록 성장했습니다.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는 우리의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것이며 이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이 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인식하고 기념할 것을 권장합니다."  

  

2006년 개관한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는 미국 최초로 퍼플 하트를 받은 약 180만 

명에게 헌정된 시설로, 적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미군에게 수여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시물을 업그레이드하고 방문자 순환을 개선하며 공공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박물관 동을 만들기 위해 4,300제곱피트의 새로운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갤러리/전시관은 통합 시청각 및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합하기 위해 

홀 오브 아너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통역 그래픽, 구역별로 제어되는 조명, 터치스크린 

대화형 모니터 및 여러 대형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있는 각 영역에 대한 박물관 품질의 

케이스워크를 통합합니다. 확장된 전시는 더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 대화형 디스플레이 

및 특정한 퍼플 하트 수상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전시물을 포함할 것입니다. 새로운 

전시는 이 홀이 개개인이 군에 입대한 이야기,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 처리 및 대피, 

전쟁의 변화, 전쟁의 결과, 회복의 길, 궁극적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새로운 

전시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외부 개선사항에는 새롭게 설계된 입구, 개선된 접근성, 

기본 조경, 보다 편리한 주차 및 통로 개선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동을 헌정하는 중, Kathy Hochul 부지사는 2006년에 홀 오브 아너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확장을 위해 1,000만 달러를 확보한 뉴욕주 상원의원 고 

William Larkin, Jr.를 기리는 명판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판은 Larkin 상원의원의 헌신에 

대한 삶을 나타내며, 이는 그가 2차 세계대전 중 나라를 위해 입대한 16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전쟁(Korean War)에 참전하였으며,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중령으로 은퇴할 때까지 미 육군(United States Army)에서 23년 이상 

봉사하였습니다. 군을 떠난 후, 그는 뉴욕주 하원 및 상원에서 40년 이상 봉사하며 

참전용사들을 강하게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Larkin 상원의원은 일생동안 사후 미국 및 

뉴욕주에서 이타적으로 봉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봉사와 확고한 헌신으로 뉴욕주 

참전용사 및 군사 챔피언 상(New York State Veterans' and Military Champion Award)을 

수상했습니다.  

  

뉴버그의 자선가인 William Kaplan은 참전용사, 현역/예비역 및 그레이터 허드슨 밸리 

지역의 가족들에 대한 뛰어난 지지와 지원 및 뉴 윈저의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 

설립에 대한 헌신으로 뉴욕주 참전용사 지역사회 협력 및 지원 상(New York State 

Veterans' Community Ally and Advocate Award)을 수상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용감한 미국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 확장된 이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는 사람들이 전국 군인들의 삶과 유산에 감사할 수 있는 가치있고 

다차원적인 기념관을 제공합니다."  

  

https://parks.ny.gov/historic-sites/38/details.aspx


 

 

육해군 사무국(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의 뉴욕 부관 참모인 Ray 

Shields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2년에 현대식 메달로 재현된 이후 퍼플 하트는 

희생을 기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희생하였습니다. 이 확장된 박물관은 이제까지 군에 복무했던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기리는 희생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뉴욕주 참전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Joel 

Evans 부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의 확장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을 기리는 Cuomo 

주지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선사항과 확장된 전시 공간은 모든 사람이 이 

장소의 중요성을 배우고 반영하고 골드 스타 패밀리(Gold Star Families)와 퍼플 하트 

수상자에게 신성한 영예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주간 공원 위원회(Palisades Interstate Park Commission) 상임이사 

Joshua Lai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군(Continental Army)이 1782~1783년에 이 

장소에 야영지를 세웠던 때부터 지금 우리 군대에 이르기까지,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는 나라를 위하여 힘든 길을 택한 여성 및 남성 미 군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새롭게 확장된 홀이 George Washington 장군이 후에 퍼플 하트가 된 배지 오브 밀리터리 

메리트를 만든 장소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더욱 적합합니다."  

  

Sean Patrick Malone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허드슨 밸리에 자리한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는 많은 참전용사, 참전용사의 가족, 그리고 뉴욕 주민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저는 의회를 통해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 기념 주화법(National 

Purple Heart Hall of Honor Commemorative Coin Act)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홀과 내서널 퍼플 하트 홀 미션(National Purple Heart Honor 

Mission)의 중요한 일을 지원할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 이곳이 기념하는 영웅, 그리고 

홀의 수천 명의 방문객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장 프로젝트를 실현하신 

Cuomo 주지사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참전용사의 날에 모든 참전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James Skoufi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의 

개선이 완료되고 미국을 위해 피를 흘린 우리 동료 미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장소를 대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확장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의 

방문객에게 더욱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제 전임자인 Bill Larkin 상원의원을 포함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olin J. Schmit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개조된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는 방문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들의 용기, 희생 및 봉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독특하고 다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 하원에서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모든 미국인이 역사적인 허드슨 밸리를 

방문하고 이 놀라운 헌정 기념관을 경험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 모든 참전용사, 특히 퍼플 

하트 참전용사들에게 그들의 봉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홀 오브 아너를 



 

 

실현시킨 창건 멤버 중 두 명인 고 Bill Larkin 상원의원과 고 Joe Farina 상원의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억과 유산은 이 

헌정과 명예의 장소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Steve Neuhaus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플 

하트는 우리나라의 군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메달 중 하나이며 오렌지 

카운티는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가 위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나라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 홀이 

확장되어 주민과 방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 윈저 타운 슈퍼바이저 George Mey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윈저 타운에 퍼플 

하트 홀이 위치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시설은 11월 12일부터 개장하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thepurpleheart.com/을 방문하세요.  

  

지속적인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로 인해 건물 입장은 25%의 수용 인원으로 제한되며 

방문객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현장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홀 개관 이래 176,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캠프, 스카우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인 단체를 위한 체계적인 투어도 제공합니다. 또한, 퍼플 

하트와 그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기념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일년 내내 

행사나 활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홀은 온라인 롤 오브 아너(Roll of Honor)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50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괌, 사모아, 필리핀 출신 

수령자들이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Twitter)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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