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배포용 2014년 11월 11일

Cuomo 주지사,
주지사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해 뉴욕주민들을 주립 공원과 역사유적지로 초대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초대해 재향군인들이 뉴욕주와 미국의
역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뉴욕의 여러 역사유적지에서 재향군인의 날을 기렸습니다.
뉴욕주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적지와 행사를 알리는 주지사의 Path Through
History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나라에 대한 미국 재향군인들의 헌신적인 복무를 기념하는 역사적
전장터와 박물관에 대해 알리고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뉴욕에 이렇게 많은 사적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이 재향군인의 날에 뉴욕주에 있는
많은 사적지를 방문하여 뉴욕주민들과 방문객 모두 재향군인들이 이뤄낸 복무활동, 용맹성,
희생정신을 기리기를 바랍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의 많은 사적지들과 Path Through History를 따라 자리한 기타 유적지들은 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싸우신 재향군인들의 이야기를 기리고 보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립공원 커미셔너인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들이 이룬 업적과 희생을 기린다는 것은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사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Bennington Battlefield, Rensselaer 카운티
Saratoga 전투에서 후반부 미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1777년 8월 독립전쟁 전장터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재향군인의 날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개방됩니다.
Herkimer Home, Herkimer 카운티
독립전쟁의 영웅인 Nicholas Herkimer 장군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Herkimer 장군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Oriskany 전투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그는 부상으로
사망했으나, 미국 자유를 위해 싸운 순교자로 즉시 추앙되었고 그의 생가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생가터는 새벽부터 일몰 시까지 개방됩니다 d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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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퍼플하트 훈장(Purple
Heart) 명예의 전당,
훈장
전당 Orange 카운티
뉴욕 Hudson River Valley에 자리한 국립 Purple Heart 명예의 전당은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군인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은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해 간단한 축하행사와 화환을
바치는 행사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행사는 야외인 명예의 전당 깃발 게양대 옆에서 오후
2시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2시30분에는 베트남전 공식 시작일 50주년 기념일을 기리는 간단한 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료 프로그램의 좌석은 제한되어 있으니, 사전 예약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약을 하려면 845561-1765로 연락해주십시오.
Old Fort Niagara, Niagara 카운티
전쟁 중 Fort Niagara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여 1차대전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향군인의 날 2시에 Fort Niagara 장교클럽에서 시작한 후 1차대전 기치를 도보로 돌아보면서 Fort
Niagara 주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당시의 미군 보병을 만나보고, 1917년 전쟁에 돌입했을 때
미국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New Windsor Cantonment, Orange 카운티
New Windsor Cantonment 주립역사유적지는 Temple Hill Association과 재향군인의 날 장외 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독립전쟁 당시 미국군 최고위 장교들 간의 결투를 이끌었던 사건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1월 9일 일요일 New Windsor의 1042 Route에서 오후 1시 - 4시까지
열립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845) 561-1765 내선번호 22로
연락해주십시오.
Sackets Harbor Battlefield, Jefferson 카운티
1812년 전쟁 당시 미 해군과 육군 활동의 장이었던 Sackets Harbor 전장터를 방문합니다. 이 곳은
새벽부터 일몰 시까지 개방됩니다.
Stony Point Battlefield, Rockland 카운티
미군이 허드슨강에서 영국까지 장악했던 결정적인 독립전쟁 전투 현장인 Stony Point 전장터를
방문합니다. 이 곳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개방됩니다.
위 명단 외에도, 뉴욕주 군사박물관과 같은 박물관, Fort Stanwix과 같은 요새 및 전장터, West
Point에 자리한 육군사관학교도 일반인들의 재향군인 방문과 기념을 허용합니다. 이곳 및 다른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th Through History 웹사이트인
http://www.iloveny.com/paththroughhistor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th Through History는 2012년 Cuomo 주지사가 만든 사업으로 뉴욕의 확고한 유산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의 LOVE NEW YORK 관광 캠페인의 일환인 이 사업은 다음 13가지
테마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술 & 문화, 운하 & 교통, 시민권, 식민 역사, 이민,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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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아메리카 원주민, 자연사, 독립전쟁, 스포츠 역사, 미 대통령, 1812년 전쟁, 여성 인권.
뉴욕주에 펼쳐져 있는 중요한 유적지와 행사는 주요 역사가들의 조언으로 선정되어 Path Through
History에 포함되었습니다.
뉴욕 상이용사들을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새로운 Lifetime Liberty Pass를 만들었습니다. 이
Pass는 주립 공원과 DEC가 관리하는 일일 사용 공간에서의 무료차량 입장과 주 보트 정박 구역,
역사 유적지, 수목원 및 공원 보존 지역에서의 무료 차량 입장과 28개의 주립 공원 골프 코스에서의
무료 골프와 36개의 주립 공원 수영장에서의 무료 수영장 입장과 119개의 주립 공원과 DEC 운영
캠프 지역에서의 캠핑 및 객실 대여 할인을 포함합니다. 이 Pass를 받으려면 주립 공원 측에 미국
재향 군인회 또는 뉴욕주 재향 군인 본부에서 신청자가 40% 이상의 혹은 장애와 관련된
복무자라는 것을 밝히는 서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을 위해서는 주립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nysparks.com/admission/lifetime-liberty-pass.aspx.
뉴욕주 공원레크레이션역사보존실은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역사적 장소를 관리합니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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