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6년 11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복지 혜택을 받으며 양로원에서 퇴역 군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군 복무의 결과로 얻은 양로원 및 복지 혜택,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퇴역 군인들과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주 퇴역군인 

보훈처 (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는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및 뉴욕 주립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에서 

운영하는 퇴역군인의 집 (Veterans Homes)을 포함하여 양로원과 장애인 편의 시설에서 

퇴역 군인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 퇴역군인 복지고문관 (Veterans Benefits Advisors)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퇴역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답했으며, 우리는 그 분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퇴역군인 환자분이 양로원에 들어오시면, 그 분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릴 것입니다.” 

 

퇴역군인 보훈처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DVA)는 뉴욕주 전체 70 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40명 이상의 공인 퇴역군인 복지고문관 (Veterans Benefits Advisors)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새 시범 프로그램은 사상 처음으로 전문 양로 시설에 직접 파견할 

새로운 퇴역군인 복지고문관들을 여러명 고용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퇴역군인들에게 향상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계획으로 양로원 

행정 책임자들을 위해, 연방이나 주에서 제공하는 퇴역군인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퇴역군인 또는 퇴역군인 가족들을 마주했을 때, 상당히 필요한 

중앙집중식 연락 창구가 제공됩니다.  

 

미국 퇴역군인 보훈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앞에서 퇴역군인 

및 퇴역군인 가족들을 대표하는 인증을 받게 될 퇴역군인 복지고문관 (Veterans Benefits 

Advisors) 모두는 보상을 요구 중인 퇴역군인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바꾸는 지원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 연금, 서비스 연계가 아닌 연금, 기타 

혜택,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기존의 퇴역군인 

복지고문관 (Veterans Benefits Advisors)들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퇴역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해 7,5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및 재신청 퇴역군인 보훈(Veterans’ Affairs, VA) 혜택을 

성공적으로 얻어냈습니다. 

 



Eric Hesse 뉴욕주 퇴역군인 보훈처 (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양로원에서 우리의 퇴역군인들에게 

제공 가능한 주지사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퇴역군인 보훈처 

(DVA)의 목표는 모든 퇴역군인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Have you served?)’ 캠페인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우리에게는 노령화된 퇴역군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모든 혜택,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바타비아, 몬트로즈, 옥스포드, 

세인트 올번스의 지역사회에서 주립 퇴역군인의 집 (State Veterans Hom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SUNY)는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SUNY's Stony 

Brook University) 캠퍼스에서 주립 퇴역군인의 집 (State Veterans Hom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 보훈(Veterans’ Affairs, VA) 장애 보상 등급 70퍼센트 이상의 

퇴역군인들이 이 시설들에서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명예로운 제대를 한 퇴역군인이 뉴욕주에서 군대에 입대했거나 또는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모든 다른 퇴역군인 및 그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의 민간 시설 가격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자택에서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퇴역군인들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었습니다. 우리는 퇴역군인을 위해 확립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그 분들이 누리고 있는지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Nancy L. Zimpher 뉴욕 주립대학교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주 

퇴역군인의 집 (Long Island State Veteran’s Home)이 1991년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 

브룩 (SUNY’s Stony Brook University) 캠퍼스에서 개관한 이후, 우리는 우리나라에 

봉사한 수천명의 퇴역군인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퇴역군인들과 남녀 퇴역군인들이 얻은 혜택 사이에 매끄러운 연결을 구축하는 것은 

퇴역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짐을 경감시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2015년에 보훈처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300건 이상의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봉사 활동 횟수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올해 보훈처는 뉴욕주의 모든 

지역 보훈처의 11-11 지역사회 회담 (Community Conversations)을 포함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 회담 (Community Conversations)은 공개된 

질문을 제기한 회원들 중에서 보훈처 임원진 중 2명 이상을 참여시키고, 뉴욕주의 

퇴역군인, 서비스 회원, 그 가족을 위한 개선된 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권장하는 시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회담 (Community Conversations)에서 제안된 몇가지 

아이디어로 지난 1년 동안, 보훈처와 기타 주정부 기관들은 뉴욕주 퇴역군인 앱 (New 

York State Veterans App)과 같은 통신에 기반을 둔 개선안들을 포함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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