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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뉴욕주 랜드마크 점등 발표  

  

모든 군복무 시대를 지원하기 위해 12개의 랜드마크가 녹색 점등  

  

Capital Region Welcome Center에 재향군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향군인을 위한 

정보 자원 공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뉴욕 주의 랜드마크들이 오늘, 

2021년 11월 11일에 녹색으로 점등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봉사한 용감한 개인들에게 감사를 표명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재향군인들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최초의 

재향군인 웰컴 센터 키오스크를 완공하는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점등 행사는 뉴욕 재향군인들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나타내며, 

그들에게 우리가 매일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점등될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뉴욕주 페어그라운드(State Fairgrounds) - 정문과 엑스포 센터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The 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   MTA LIRR - 펜 스테이션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at Penn 

Station)  
  

이 랜드마크 조명은 NYS 카운티 협회(NYS Association of Counties), NYS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임원 협회(NYS County Veteran Service Officers' Association) 및 NYS 

카운티 임원 협회(NYS County Executive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주 전체에 걸쳐 

진행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Operation Green Light의 일부입니다. 이 캠페인은 모든 

군복무 시대에 대한 지지를 녹색 조명 형태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녹색 조명은 군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뉴욕의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지원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NYS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임원 협회(NYS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r 

Association)의 Jason Skinner(이라크전 재향군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티오가 카운티, 엘미라, 시러큐스, 먼로 카운티 그리고 지금은 모든 주의 랜드마크에서 

주 전체를 빛낸 제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Martha Sauerbrey, Stephen 

Acquario Esq 및 Marcus Molinario는 정부와 지지자의 가장 빛나는 본보기였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적 이니셔티브는 이제 우리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한 

사람들의 영예를 기린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축복을 받았고 이제 한 명을 더 셀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재향군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적 노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YS 카운티 협회(NYS Association of Counties) 집행 국장인 Stephen J. Acquar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향군인들의 봉사와 희생을 조명하기 위해 전국 각 군과 

함께하고 재향군인들이 얻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Operation Green Light는 개인, 기업, 정부 지도자들에게 

재향군인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들이 우리의 국가와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재향군인의 날과 그 이후에,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나타내는 녹색 조명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NYS 카운티 임원 협회(NYS County Executives' Association)의 Marcus J. Molinaro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미국 영웅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해 완전히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전역의 카운티가 

재향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강조하면서 위대한 국가를 위해 봉사해준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뉴욕 카운티에 합류하고 건물과 구조물에 녹색 조명을 비추며 뉴욕을 

우리의 재향군인들에게 가장 잘 봉사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감사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주는 통합된 빛의 신호탄이 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 볼티모어의 Capital Region Welcome Center에 주 최초의 

재향군인 웰컴 센터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키오스크는 전문적인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향군인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새로 구축된 키오스크는 재향군인과 가족을 위한 

지역, 주 및 연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DVS 집행부국장 Joel Evan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최초의 재향군인 

정보 키오스크를 만들어 주신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플랫폼은 재향군인이 주 및 국가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은 액세스 가능 

수당에 대한 정보를 재향군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DVS와 

파트너 에이전시는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뉴욕의 재향군인 가족과 연결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 군인, 가족에게는 최소 60가지에 이르는 국가 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수당에는 교육 수당, 직업 우선 채용 권한, 서비스와 관련된 장애 보상에 대한 

액세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키오스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효율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기관에 재향군인들을 

추적하고 그들이 군 복무를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71만 4,000명 이상의 재향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고, 대략 

64,000명은 올버니, 콜롬비아, 그린, 새러토가, 스키넥터디, 렌셀러, 워렌, 그리고 워싱턴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연간 5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을 받고 있으며 뉴욕주 최초의 베테랑 키오스크에 이상적인 위치를 제공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노동부(DOL)는 이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베테랑들을 가상 직업 센터에 참여하도록 

재향군인을 초대할 것입니다. 2020년에 개인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당시, DOL은 즉시 

광범위한 가상 직업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고객은 강력한 

인공지능에 의해 지원되는 첨단 기술을 사용한 가상 직업 센터에 초대되어 구직자의 

기술 및 경험과 일치하는 주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 봉사해준 

재향군인들에게 영원한 빚을 졌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재향군인들을 포함한 실직 

상태에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그들의 직업 목표가 실현되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디지털 키오스크는 우리의 영웅들이 그들에게 제공된 모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뉴욕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재향군인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뉴욕주 재향군인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888-838-769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재향군인 보훈 컨설턴트(Veterans Benefits Advisors)와 예약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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