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향 군인의 헌신을 기리는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  

  

새로운 법안(S.1957-A/A.5719-A)에 따라 재향 군인의 삶을 바꾸는 법원의 역할이 대규모 

확대  

  

월요일 밤에는 베트남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해 주 전역의 랜드마크에 베트남전 훈장의 

색깔인 빨간색, 녹색, 노란색 조명을 점등했으며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재향 군인 치료 법원(Veterans 

Treatment Court)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S.1957-A/A.5719-A)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이용 자격이 있으나 법원이 부족하여 해당 법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모든 카운티의 재향 군인은 정의와 관련된 사건을 인근 카운티의 재향 

군인 치료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그의 2021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어젠다에서 해당 확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월요일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날(Vietnam War Veterans 

Day)을 기리는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뉴욕주 

보훈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이 베트남전 훈장(Vietnam 

Service Ribbon)의 색깔로 랜드마크에 조명을 밝히는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해외에서 엄청난 희생을 한 후, 

자국에 돌아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미국을 위해 복무한 

용감한 재향 군인 모두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또 다시 두 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퇴역 군인들이 더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카운티에 관계 없이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미국 원주민 용사들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은 뉴욕에서 시작된 

성공적인 사례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 전역의 재향 군인 

치료 법원에 대한 접근을 크게 확대하여 정신 질환이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향 군인들이 피고로 법정에 서야할 경우 이들이 삶을 다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는 뉴욕 재향 군인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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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신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 하원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Sandy Galef 하원의원,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andy Galef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역사적인 법안이 우리 주정부에서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참전 용사의 요구에 깊이 공감한 판사와 소수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의해 버펄로에서 시작된 고귀한 실험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뉴욕주에서 피고의 위치에 있는 모든 재향 군인으로 확대됩니다. 용감한 뉴욕 주민들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을 정당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지원하는 것은 저의 영광이자 의무였습니다."  

  

재향 군인 치료 법원 접근성 확대  

3월 29일 Cuomo 주지사는 S.1957-A/5719-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만,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재향 군인들이 법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현행 

사법 제도의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또한 법원의 최고 

관리자에게 주 인근에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을 추가로 설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이 없는 카운티에서 가정 폭력 사건를 제외한 

특정 형사 범죄의 피고자 신분이며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가진 재향 군인은 해당 사건을 

인근 카운티의 재향 군인 치료 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사건이 처음으로 기소된 카운티의 지방 검사와 사건이 이관될 카운티의 

지방 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은 범죄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향 군인이 정신 질환이나 약물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들이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허용합니다.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2008년 버펄로에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을 설립했습니다. Robert 

Russell 판사는 버펄로에서 근무할 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법원에 기소된 것을 보고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후 Russell 판사는 피고인 신분의 참전 

용사가 동료 참전 용사와 연대하여 힘든 재활 과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Russell 판사가 설립한 새로운 재향 군인 전문 법정에서 동료 

멘토로 봉사를 자원한 최초의 재향 군인들은 모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Robert Russell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 군인 치료 법원 및 재향 군인 치료 

법원 이관 법안을 지원해 주신 뉴욕주 보건 재단(New York State Health Foundation)의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우리의 사법 제도 내에서 참전 용사들이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에 

관계 없이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atrick Welc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bert Russell 판사가 2008년 뉴욕주 

버펄로에서 처음으로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국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재향 군인에 대한 처우를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피고인 

신분의 재향 군인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Russell 판사가 버펄로에서 설립한 것과 동일한 기본 체계를 갖춘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이 미국 전역에 4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중 30곳 이상이 뉴욕주 

전역에 위치하지만, 모든 카운티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 이용 기회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어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용 대상 

재향 군인들은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을 통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적색, 녹색, 황색 조명을 밝힌 랜드마크  

주 전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에 3월 29일 적색, 녹색, 황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세 가지 

색깔은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의 전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의 바다 및 하늘에서 복부한 미국군(American Service Members)이 받은 베트남전 

훈장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의 날(Vietnam Veterans Day)을 맞아 조명 행사에 참가한 랜드마크로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코지오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Alfred E. Smith 주정부 빌딩(Alfred E. Smith State 

Office Building), 뉴욕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뉴욕주 박람회장(State 

Fairgrounds)의 엑스포 센터(Expo Center) 및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퍼싱 스퀘어 바이아덕트(Pershing Square Viaduct),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등입니다. 이번 조명 행사는 베트남 전쟁 기간 중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며 단순히 당일 뿐 아니라 매일의 존경과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Vietnam War Era Veteran) 약 226,045명이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거주하는 재향 군인 중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베트남 추모벽(Vietnam Memorial Wall)에 기재된 사람 중, 뉴욕 주민은 

4,119명이며, 이들은 모두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뉴욕주 보훈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Joel Evans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 우리의 재향 군인들은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들이 누려야 하는 충분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훈청은 매일 이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고 있으며,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날을 맞아 이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기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뉴욕 원주민 부족 출신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헌신을 기릴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원주민 참전 용사의 용기와 헌신에 맞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화상 포럼  



 

 

뉴욕주 보훈청은 3월 29일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날 오후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뉴욕의 미국 원주민 참전 용사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는 목적입니다. 노스 컨트리의 모호크 네이션(Mohawk Nation), 센트럴 

뉴욕의 오네이다 네이션(Oneida Nation), 웨스턴 뉴욕의 세네카 네이션(Seneca Nation), 

롱아일랜드의 시네콕 네이션(Shinnecock Nation)이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이러한 부족민 

중 미국 군인으로 참전한 다수의 참전 용사의 헌신을 기념합니다.  

  

미국 원주민의 복무율은 전국 미군(United States Armed Forces) 복무율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약 82,000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복무 가능자 4명 중 한 명이 베트남전 

당시 참전했으며, 미국 원주민 42,000명이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트라이벌 네이션(Saint Regis Mohawk Tribal Nation)의 Agnes 

Jacobs 부족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옛날부터 아크웨사스 

모호크(Akwesasne Mohawk)는 미군의 모든 부문에서 복무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확인했듯이, 바와 같이, 우리의 코드 토커에 대한 메달 수여와 함께, 우리 

모호크들은 복무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목숨을 잃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은 우리 

모두는 함께 군대에서 복무한 용사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영예, 감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축하하며 '니아엔코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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