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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의 첫 번째 재향군인 묘역 설립 발표  

  

주정부는 세네카 카운티로부터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 소유권을 

이전받아 핑거 레이크스에 뉴욕주 재향군인 묘역 설치  

  

국립 묘지 관리청이 확장과 개선 자금 280만 달러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최초로 주 재향군인 묘역(State Veterans Cemetery)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립 묘지 관리청(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의 

지원금 280만 달러를 활용해 세네카 카운티로부터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 소유권을 이전 받음으로써 가능해 졌습니다. 2021년 장소 선정에 들어간 후, 

주정부는 이제 뉴욕의 재향군인 및 가족에게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묘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립 재향군인 묘역에 대한 국가 기준에 따라 묘역의 이름을 New York 

State Veterans Cemetery - Finger Lakes으로 바꾸고, 뉴욕주 보훈국(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DVS)이 해당 묘역을 관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향군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이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유산을 기려 첫 번째 

State Veterans Cemetery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은 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묘역 부지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는 재향군인의 복무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이타적인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이 생전을 

물론 사후에도 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New York State Veterans Cemetery - Finger Lakes는 세네카 카운티 로물루스 세네카 

레이크(Seneca Lake) 인근 부지 162 에이커 규모이며 Sampson State Park와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뉴욕주의 영웅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개발 및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부지는 147 에이커에 달합니다. 묘역은 과거 Sampson Naval 

Training Station 및 Sampson Air Force Base 부지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2차 대전 및 

한국 전쟁 당시 군인 수십만 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지는 이후 임시 대학 및 파견 

군인 대기 장소로 사용되다가 2000년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묘역은 

독립기념일(Memorial Day)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한 워털루 인근에 위치합니다.  

  



Michael Enslow 세네카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Seneca County Board of 

Supervisor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카운티는 뉴욕주의 첫 번째 재향군인 

묘역으로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활한 이전 작업을 통해 이 

유서 깊은 장소에 더욱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Viviana DeCohen 뉴욕주 보훈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첫 번째 주 

재향군인 묘역을 인정하고 뉴욕의 현직 군인과 재향군인, 그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신 전국 묘역 관리청의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재향군인 가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을 달성하는 일입니다."  

  

뉴욕의 첫 번째 주 재향군인 묘역은 해당 목적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에 의해 2021년 

최초로 부지 선정을 마쳤습니다. 보훈국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연방 자금 280만 

달러 지원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 자금을 활용해 

콜럼바리움 니치, 이전에 설치한 제실, 조경, 관개, 배수, 건물 및 부지 유지보수, 기타 

인프라 지원 등 시설 개선이 가능합니다.  

  

뉴욕주에는 재향군인 688,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연방이 인정한 주정부 소유 및 

운영 재향군인 묘역이 없는 몇 안 안되는 주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New York State 

Veterans Cemetery - Finger Lakes는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재향군인(연방 법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자), 아내 및 부양 아동 등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arles Schumer 상원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한 2차 대전과 한국전 참전용사 

수십만 명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VA의 전국 묘역 관리청, 뉴욕주와 협력하여 

Sampson을 뉴욕주 최초의 주 재향군인 묘역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입니다. 

오랫동안 미워진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우리의 재향군인과 그 가족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28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확보하는 일에서 재향군인 지지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Tom O'Mara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를 뉴욕주 첫 번째 재향군인 묘역 지정은 너무 많은 주정부, 지방 정부 지도자, 

지역 재향군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십 년동안 기울인 노력에 걸맞은 성과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특별한 헌정과 의지를 기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세네카 

카운티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수많은 미국의 영웅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Pam Helming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가 뉴욕주 최초의 재향군인 묘역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제 아버지가 미 공군 출신으로 

Sampson Air Force Base에서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보훈국, 세네카 카운티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영광은 물론 가장 큰 감사와 존경을 받아야 할 우리 지역의 재향군인들께 

감사드립니다.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기리는 안식처로 남을 것입니다."  

  

Phil Palmesa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세네카 카운티 로물루스에 

위치한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는 소유권이 세네카 카운티에서 뉴욕주로 

이전된 유서 깊은 곳입니다. 뉴욕 최초의 주 재향군인 묘역을 설립하기 위한 오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마지막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더욱 적절한 곳은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장소 지정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헌신해주신 영웅적인 재향군인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가 위치한 부지를 관리해주신 

세네카 카운티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Sampson Veterans Memorial Cemetery는 신성한 

곳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용감한 군인들이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재향군인 서비스국 소개  

1945년부터 재향군인, 군인, 군인 가족을 위한 주 정부의 옹호 기관 역할을 해온 뉴욕주 

재향군인 서비스 부서는 미국 재향군인 서비스 부서의 군인의 혜택에 대한 청구와 호소, 

미 국방부에 퇴원 업그레이드 항소 및 뉴욕주 혜택 청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실제 

영역에서 모든 재향군인, 군인 및 군 가족에게 봉사한다는 기관 전체의 약속을 

유지합니다. 재향군인, 군인 및 군인 가족들은 888-838-7697로 부서 또는 

veterans.ny.gov에 연락하여 직간접적으로 또는 가상적으로 공인된 재향군인 복지 

어드바이저를 만나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고 얻은 혜택의 모든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DVS에 팔로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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