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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안내
대강당 |
해리트루먼: 1884 – 1972
미주리주대강당에서는해리트루먼의생애를조명하는
영화를상영합니다. 아카데미상을수상한찰스
구겐하임이제작한영화는상영시간이 45분이며
매시각마다 30분에상영하고별도의변경사항이없는
경우마지막상영시간은매일 3:30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은기념관지하와동쪽로비에있습니다.

승강기

승각기는백악관전시실의우측에있습니다.

기념품가게

기념품가게에는해리트루먼대통령과유품및직무
시절에관련된품목들이있습니다. 메인로비에있으며
입장료는무료입니다. 전화(816-268-8261)나인터넷
www.trumanlibrary.org으로도이용할수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휠체어와청각장애인을위한시청각자료가선착순에
한해제공됩니다. 입장권구입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물품보관소

물품보관소는백악관전시실좌측에있습니다.

분실물

입장권구입창구직원에게문의하시거나816-268-8261,
무료전화(800-833-1225)로문의하십시오.

회원권

트루먼자료기념관회원은무료입장, 특별전시시사회
초대및기타 V.I.P. 특전이있습니다. 회원권구입은
www.trumanlibrary.org나 816-268-8237로문의하십시오.

지하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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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전시관관람안내

해리트루먼:
그의일생과시대배경
샌더스, 블랑쉬소슬랜드전시실

미국의제33대대통령인트루먼의일생에관한자료를
관람하며해리트루먼의시대배경과일생이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시대의의상착용, 우편물정리, 편지작성,
캠페인버튼만들기등을할수있습니다. 해리트루먼의
일생을다섯부분으로나누어전시합니다.

가족
해리트루먼의부인, 베스와의오랜사랑과딸,
마가렛과함께한즐거운시간은그의일생을
이해하는데아주중요합니다. 세사람의관계를
전시하고있습니다.

초년기
본전시관에서는인디펜던스시에서의유년기와
글랜뷰에있는가족소유농장에서의체험, 초기
은행원시절, 성공한사업가가되기위한그의노력등
해리트루먼의성장과정이집중적으로전시됩니다.
“군복무(Military Service)”에서는제 1차세계대전당시
지휘관으로서의경험을, “전역 (Home from the War)”
에서는결혼과잡화점창업에관한기록을볼수
있습니다.

정계진출
“공무(Public Service)”는공무집행프로그램의성공과
“보스탐” 펜더가스트주도의캔사스시정치인과의
연합에서의갈등등주행정구의원으로서의활동이
전시됩니다. “상원의원(Senator)”은트루먼이 “가장
행복했던 10년”이라고했던미주리주상원의원으로
워싱턴에서일한자료가전시됩니다.

백악관시절
“상원의원에서백악관으로(From the Senate to the White
House)”에서는 82일의부통령시절이전시됩니다.
“백악관에서의생활(Living in the White House)”은
백악관에서의사생활을전시합니다. “여행을즐기는
대통령(The Traveling President)”에서는고향인디펜던스
로의여행, 휴가지인키웨스트, 플로리다등으로의
여행이전시됩니다.

시민으로서의대통령
마지막으로트루먼도서관건립과원로
정치인으로서역사, 정부기관, 정치에관해학생들과
소통하던트루먼의퇴임후인디펜던스시에서의
생활을전시합니다.

후원자특별전시실
이전시실은여러종류의기획전시를위한공간입니다.

후원자특별전시실

여
남

해리 트루먼자료기념관



정원

묘지
해리와베스트루먼이딸, 마가렛과그남편, 클리프튼
데니얼과함께안장되어있습니다. 정원에는미재향
군인회자유의횃불, 산책로및휴식공간이있습니다.

트루먼대통령사무실
트루먼대통령은 1957년부터 1966년까지이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백악관을떠난후, 여기에서여러고위
인사들을접견하고여러활동을했습니다. 트루먼의
대통령퇴임후자료를전시한인접전시실에서
사무실을볼수있습니다.

해리트루먼자료기념관에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해리트루먼의일생은미국의

정신을보여줍니다. 작은도시인디펜던스에서

가난하게자랐지만세계에서가장막강한

지도자가되었습니다.

해리트루먼자료기념관에서미국제33대

대통령의극적이고영광스러운삶을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원자폭탄투하; 유엔과나토설립,

마샬플랜창안; 성공적인베를린봉쇄작전;

냉전의시작, 제 2차세계대전종결등힘든

시기에거의팔년동안, 미국과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해리트루먼자료기념관은 1957년 7월에

개관하여수많은관람객에게

감동을주었습니다. 흥미있는

전시품과방대한자료를통해

여러분이트루먼대통령이

임기중에했던의미있는

결정을이해하실수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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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국가인정
트루먼의재임을힘들게한주요
쟁점중하나를살펴봅니다. 초대
이스라엘대통령에게받은율법
두루마리를포함한공예품이
전시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의결정:
어떻게결정을해야하는가?
인터랙티브극장에서방문자는
대통령이결정을하는데
참여할수있습니다.이스라엘
정부인정과미국군대에서의
인종차별폐지에관해
트루먼이고민하는것을볼
수있습니다.

세기의역전극
1948년트루먼이재선을위해
노력하던중닥친시련에관해
전시합니다. “지방유세(Whistle Stop
Tour)”를위해거친여러도시들이
대형지도에표시되고트루먼의연설
중일부를들을수있습니다. 

냉전에서전쟁으로
동반구에서의문제를보여주는멀티
미디어프로그램과한국전쟁과같은두번째
임기중트루먼에게닥친시련을보여줍니다.

행정부내간첩
간첩색출을위해얼마만큼희생해야하는가?
인터랙티브극장에서충성스러운직원과간첩을
구분하는과정에참가하십시오.

1952년의미국
라이프잡지는트루먼이퇴임하는사진으로미국을
표현했습니다. 엘라피쳐랄드와멜톰의노래와
1952년의영상

퇴임
여러논란과지지도약화에도불구하고, 트루먼
대통령은아이젠하워대통령의취임선서에서
편안해보였습니다. 1952년트루먼의고별연설
일부가방송되고있습니다. 플립북으로두번의재임
기간중자료를볼수있습니다.

유품전시실
제임스너터가문후원유품전시실에는트루먼의
유품을설명하는유리판조각과실물크기의트루먼
동상이있습니다. 영상에서는저명한미국
정치인들이트루먼의정신에대해언급하고그의
후계자임을자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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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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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동쪽로비

지상전시관
지상전시관관람안내
토마스하트밴튼벽화
“Independence and the Opening of the West (인디펜던스와서부
개척)” 벽화가메인로비에펼쳐져있습니다.

대강당
미주리주대강당에서는아카데미상을수상한찰스
구겐하임이제작한영화해리트루먼: 1884-1972를
상영합니다.

백악관전시실
바쁜대통령직수행시기의일상을볼수있습니다. “결정은
내가합니다(Buck Stops Here)”라는글의원본이전시실
중앙에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모형
최고지도자인미대통령의집무실이1950년도의모습
그대로상세히전시되어있습니다.

해리트루먼:
대통령재임시절
홀가문재단후원대통령전시실에서볼수있습니다.

사전준비작업: 소개영상
메인로비동쪽에위치한프란시스가문재단후원
극장에서상영하며, 유년시절부터 1945년사월
대통령당선까지해리트루먼의일생을그렸습니다.
월요일에서토요일까지는 9:30에, 일요일은 12:30에
시작하며 20분마다상영합니다.

초기 4개월
격동적인트루먼대통령의임기시작을그시대의
주요신문기사로보여줍니다.

전후의미국
제2차세계대전후경제적변화와 1947년후경제발전
상황을볼수있습니다. 식료품으로가득찬구형
냉장고와1950년대 TV로그당시의쇼, 광고및
영상을보여줍니다.

냉전의시작
냉전의시작에관한영상물이 9피트크기로벽에
상영되고베를린봉쇄작전을상징하는 594비행기
모형이천정에달려있습니다. 사진과전시품은
트루먼정책, 마샬플랜, 나토설립을보여줍니다.

방문을환영합니다.

트루먼의사무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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