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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재향군인재향군인재향군인재향군인, 현역현역현역현역 군인군인군인군인 및및및및 군인군인군인군인 가족을가족을가족을가족을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새새새새 법안으로법안으로법안으로법안으로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전문적전문적전문적전문적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발전시키고발전시키고발전시키고발전시키고, 가족들의가족들의가족들의가족들의 이주이주이주이주 부담을부담을부담을부담을 덜며덜며덜며덜며, 장례식장례식장례식장례식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확대확대확대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향군인,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재향군인 및 군인 가족 회의 기간에 파악된 

문제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 새 법안(S.6887-A/A.9216-A)은 명령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군인 

가족의 자녀가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GI 법안에 따라 혜택을 받는 재향군인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며, 군인 가족이 다른 주나 관할구역에서 받은 전문 면허의 융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망하거나 나중에 부상으로 사망할 경우, 뉴욕주가 

군인 가족에게 제공하는 보완적 장례식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재향군인, 현역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노고와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뉴욕 주민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이며 오늘 뉴욕주는 용감한 남녀 군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군인과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종합적인 개혁안입니다. 군인 가족의 자녀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돕는 일부터 배우자와 기타 가족에게 채용의 길을 열어주며, 확장적인 장례식 지원을 

통해 희생에 보답하는 일까지 이 법안은 종합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을 입법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입법화되도록 힘써주신 많은 입법 의원, 옹호자, 

지역사회 리더들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공동 리더인 Jeffrey D. Klein 의원은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일은 뉴욕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현역 군인 및 그 가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법안에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하원 대변인은 “재향군인들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외에서 보여준 용감한 정신과 희생은 우리가 모두 보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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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재향군인과 현역 군인들이 더 폭넓은 교육과 채용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로 

성공적으로 돌아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하원 의원들은 미국을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해주신 뉴욕 주민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H. Ranzenhofer 상원의원은 “오늘 뉴욕은 재향군인, 현역 군인, 군인 가족을 지원하고 

돌보는 방법을 훨씬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이 중요한 

커뮤니티에게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법률이며 제가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원자들, 특히 나라를 위해 매일 수고하시는 남녀 군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Benedetto 하원 의원은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 가족에게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재향군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yracuse University 부총장 겸 Syracuse University의 Institute for Veterans & Military Families 

상무이사인 Dr. J. Michael Haynie씨는 “이 법은 뉴욕주 전역의 수 많은 재향군인과 현역 군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른 주에게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재향군인회(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의 Eric J. Hesse 이사는 “이 법안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Cuomo 주지사의 재향군인,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에게 긍정적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 

덕택에 실현된 법안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재향군인과 가족이 기다리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 한 명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며 남녀 군인과 그 가족을 모두 공평하게 지원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외국전쟁 참전용사과 William “Doc” Schmitz 주 사령관은 “뉴욕주의 6만 여명 외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대표하여 주 입법기관이 법안을 통과시켜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의 리더들이 

재향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내주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뉴욕주에 미래의 프로그램과 법안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VFW는 재향군인이 

마땅히 인정을 받도록 우리 리더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교육교육교육 기회기회기회기회 보장보장보장보장 

 

학군과 주를 옮겨 다니는 군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은 전학을 원활하게 하고,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도록 하며, 교육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지연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 합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특히 다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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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학생의 성적표 및 예방접종 기록을 이전, 

• 주별 코스 요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졸업을 돕기 위해 필수 과정을 완료할 대안적 

방법을 제공, 

• 학생이 전학하기 전의 주에서 졸업장을 받아 졸업하도록 허용, 

• 학생의 군인 부모가 다른 학군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 가족에 대한 수업료 면제, 

• 부모가 없을 경우, 군인 자녀의 보호자가 대리인으로서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 

 

20-30년의 군복무 기간 한쪽 또는 양쪽 부모의 재배치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 자녀들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에서 6-9가지의 학교 시스템에 다니게 됩니다. Watertown의 Fort Drum 근교의 

공립학교, Brooklyn의 West Point와 Fort Hamilton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는 12,000명의 

군인 자녀들은 이번 법안의 입법화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연방 GI 법안에 따라 SUNY 또는 CUNY 시스템의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및 

종합대학에 다니는 재향군인들은 현지인 수업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희생에희생에희생에희생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보답보답보답보답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에 따라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나중에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뉴욕주의 군인 가족은 보완적 장례식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법으로는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뉴욕주 주민이 아닌 사망자가 

뉴욕주 국군 또는 공군이었으며 연방 군복무 수행 중이었던 경우, 장례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가족의 장례식 비용과 상쇄됩니다. 

 

전문적전문적전문적전문적 기회기회기회기회 지원지원지원지원 

 

군인의 성인 가족도 문제를 겪게 되는데 뉴욕주는 이러한 개인들이 근무 장소를 바꾸는 것과 

관련된 이주 부담을 덜어줄 채용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했으며 군인과 함께 뉴욕주로 

이주해온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인으로 일하거나 이발사, 에스테틱, 미용술, 헤어 

스타일링, 네일 전문가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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