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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재향 군인의 날(VETERANS DAY) 100주년을 맞이해 뉴욕의 첫 번째 

주 재향 군인 묘지(STATE VETERANS CEMETERY)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발표  

  

주지사, 주 재향 군인 묘지(State Veterans Cemetery) 설립을 위한 연방 자금 조달 접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  

  

뉴욕주 재향 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이사가 의장을 맡은 

위원회,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묘지의 위치를 결정할 계획  

  

  

재향 군인의 날(Veterans Day) 100주년을 맞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최초의 주 재향 군인 묘지(State Veterans Cemetery)를 설립하겠다는 주 정부의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재향 군인 묘지에 대한 연방 기금을 선택하고 접근하기 위해 

세워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주 재향 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이사가 의장을 맡은 위원회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묘지의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복무한 남성과 

여성에게 큰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료 군인과 함께 뉴욕에서 잠들 

수 있도록 묘지 공간을 제공해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첫 재향 군인 묘지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수호해 준 영웅들에게 영구적인 기념비를 제공하고 그 

가족과 주 전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리기 위해 방문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국가 재향 군인 묘지가 없는 몇 주 중 하나입니다. 재향 군인과 그 가족은 수년 

동안 국가 재향 군인 묘지 설립을 옹호해 왔지만, 고려되는 모든 부지는 선정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15년 정도의 영구적인 관리 비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는 국가 재향 군인 묘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연방 기금에 접근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재향 군인 서비스 부서의 

이사가 맡은 위원회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묘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부지 

선정 과정 등 묘지 개발을 감독할 것입니다.  

  

뉴욕주 재향 군인 서비스 부서의 Jim McDonough 감독관 대령(미국 퇴역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재향 군인과 그 가족들은 성스럽고 존경받는 마지막 휴식의 

장소를 갖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뉴욕주 재향 군인 묘지 프로그램(New York's State 



 

 

Veterans Cemetery Program)의 창설은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의 가장 높은 

존경심과 영원한 헌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에서 최초로 

재향 군인 묘지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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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