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700만 달러 규모의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오너(NATIONAL
PURPLE HEART HALL OF HONOR) 확장 건설 시작 발표

프로젝트는 더 많은 개인사, 대화형 시청각 전시물을 제공 할 예정
가속된 시공 일정으로 내년에 시설 재개설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오너(National Purple Heart Hall of Honor) 1,700만 달러 규모의 확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현재 퍼플 하트(Purple Heart)의 영감이 된 배지
오브 밀리터리 메리트(Badge of Military Merit)를 설립한 곳에서부터 멀지 않습니다.
뉴버그의 워싱턴 본부 주 사적지(Washington Headquarters State Historic Site)에서 몇
마일 떨어진 뉴윈저에 위치한 홀 오브 오너(Hall of Honor)는 4,300평방 피트의 새로
혁신된 전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수상자들의 이야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플 하트(Purple Heart)는 주와 나라를 지키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가장 용감한 군사 요원에게 수여합니다.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오너(National Purple Heart Hall of Honor) 확장은 우리의 자유를 지킨 모든
군인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봉사와 희생을 결코 잊지 못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이 박물관의 설립을 선도하고 공공 서비스에 70간 삶을 바친 뛰어난
전쟁 영웅 Larkin 상원 의원의 기억을 기립니다."
2006년 개관한 내셔널 퍼플 하트(National Purple Heart) 홀 오브 오너(Hall of Honor)는
미국 최초로 퍼플 하트(Purple Heart)를 받은 약 180만 명에게 헌정된 시설로, 적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미군에게 수여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통합 시청각 및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합하기 위해 홀 오브
오너(Hall Op Honor)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통역 그래픽, 구역별로 제어되는 조명,
터치스크린 대화형 모니터 및 여러 대형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있는 각 영역에 대한
박물관 품질의 케이스워크를 통합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홀이 완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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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된

전시는 더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 대화형 디스플레이 및 특정한 퍼플 하트(Purple Heart)
수상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전시물을 포함할 것입니다.
현재 홀은 온라인 롤 오브 오너(Roll of Honor)데이터베이스에 모든 50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괌, 사모아, 필리핀 출신 수령자들이 있습니다. 롤 오브 오너(Roll of
Honor)에 대한 작업은 건설 프로젝트 중에도 계속됩니다.
11월 15일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홀이 폐쇄됩니다. 건설 일정을 가속하면 2020년
11월까지 시설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접한 뉴윈저 주둔지 주
사적지(New Windsor Cantonment State Historic Site) 갤러리도 폐쇄됩니다. 그러나
주둔지는 연중 내내 계속 열려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주말과 시대의상을 입는 역사관광을 포함한 현장 행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홀에 대한 임시 전시는 뉴욕주 뉴버그에 있는 워싱턴 본부 주 사적지에
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와 주 전역의 다른 장소에서 여행 전시도
열릴 예정입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State Park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홀이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는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유의 비용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찾아올 곳이 될 것입니다."
James Skoufi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 오브 오너(Hall of
Honor)로의 확장은 방문객들에게 미국 군인들의 용기와 봉사, 희생에 대한 영감을 주고
교육시킬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상원에서 놀라운 장소인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오너(National Purple Heart Hall of Honor)를 대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방문자에게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Kenneth Zebrowsk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오너(National Purple Heart Hall of Honor)는 방문객들에게 군인들이 미국 역사 전반에서
견뎌낸 희생에 대한 특별한 여정을 제공합니다. 이번 확장으로, 홀은 우리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군인들의 삶과 유산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장소로 계속 이용될 것입니다."
홀 개관 이래 176,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캠프, 스카우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인 단체를 위한 체계적인 투어도 제공합니다. 또한, 퍼플
하트(Purple Heart)와 그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기념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일년 내내 행사나 활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거의 750,000명의 재향 군인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오랜 약속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 행정부에서 뉴욕주는 현재 600개 이상의 사업을
인증하여 재향 군인 소유 사업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금을 제정하고, 뉴욕 최초의
재향 군인 및 군인 가족 회의(Summit on 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를 소집하고,

저스티스 포 히어로즈 이니셔티브(Justice for Heroes Initiative)를 발족하여 재향 군인을
지원하는 로스쿨 법률 클리닉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향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개인 간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금을 제공하고,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재향
군인에 대한 신청비를 면제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5천만 달러 이상을 주 전역의 노숙자
및 위험에 처한 재향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주택 프로젝트와 기타 개발을 수립하는
데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력으로 인해 뉴욕은 미국에서 재향 군인에게 가장
우호적인 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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