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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재향재향재향재향 군인들에게군인들에게군인들에게군인들에게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LIFETIME LIBERTY PASS 신청을신청을신청을신청을 장려장려장려장려 

 

이이이이 패스는패스는패스는패스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캠프장캠프장캠프장캠프장, 보트보트보트보트 정박장에정박장에정박장에정박장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할인을할인을할인을할인을 제공제공제공제공 역사유적지역사유적지역사유적지역사유적지 및및및및 기타기타기타기타 포함포함포함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장애를 가진 뉴욕 주 재향 군인들에게 새로운 Lifetime Liberty 

Pass를 신청하도록 독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재향 군인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주립 공원) 사무실과 환경보존국(DEC)에서 관리하는 주립 공원, 역사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Liberty Pass의 출시는 지난 3월의 

주지사의 베테랑 회의에서 기인합니다. 회의에서는 뉴욕이 재향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뉴욕의 상이 군인들은 우리의 주와 국가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원에 대한 평생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복무에 대해 우리의 감사함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방법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충일 

주말을 맞이하고 여름 공원 시즌을 준비하면서, 모든 자격을 갖춘 상이 군인들이 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뉴욕의 재향 군인들을 인식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주립 공원 원장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저는 Lifetime Liberty Pass가 장애를 

가진 재향 군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함께 우리의 공원 시스템을 방문하여 즐거움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은 즐길 수 있고 감탄할만한 여러 자연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DEC 국장 Martens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Lifetime Liberty Pass는 중요한 인구이자 우리의 소중한 재향 군인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평생 더 저렴하게 접근토록 합니다. 이 강화된 가치는 Cuomo 행정부가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홍보하면서 어떻게 재향군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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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올해 초 자신의 재향 군인 회의에서 새로운 Lifetime Liberty Pass를 발표했습니다. 

Lifetime Liberty Pass의 혜택은 주립 공원과 DEC가 관리하는 일일 사용 공간에서의 무료차량 입장과 

주 보트 정박 구역, 역사 유적지, 수목원 및 공원 보존 지역에서의 무료 차량 입장과 28개의 주립 

공원 골프 코스에서의 무료 골프와 36개의 주립 공원 수영장에서의 무료 수영장 입장과 119개의 

주립 공원과 DEC 운영 캠프 지역에서의 캠핑 및 객실 대여 할인을 포함합니다. 주립 공원 시스템의 

수많은 역사 유적지와 공원은 재향 군인의 복무를 기념합니다.  

이 패스의 자격을 위해서, 재향 군인은 주립 공원 측에 미국 재향 군인회 혹은 뉴욕주 재향 군인 

본부에서 신청자가 40% 이상의 혹은 장애와 관련된 복무자라는 것을 밝히는 서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을 위해서는 주립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nysparks.com/admission/lifetime-liberty-pass.aspx. 

 

현재 유효한 Access Pass를 가진 뉴욕 주의 재향 군인은 기간 동안 본인의 패스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료 이전에, 패스 소지자는 새로운 사진 1장과 유효한 뉴욕 주 운전 면허증 혹은 비 운전 

ID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지자가 Lifetime Liberty Pass를 더 빨리 원한다면, 새로운 패스가 

발행되기 전에 현재의 패스를 보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서밋은 뉴욕주의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에 종합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특히 적정 가격의 주택, 취업, 교육, 혜택 및 정신건강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36개 재향군인 단체의 리더들, 뉴욕주 군사 기지의 대표자 11명, 교육 기관 대표자 

28명, 민간 기업 간부 18명 및 기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Lifetime Liberty Pass는 

주지사가 발표한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이 주 전역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사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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