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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재향군인들과재향군인들과재향군인들과재향군인들과 중요중요중요중요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연결시켜주는연결시켜주는연결시켜주는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무료무료무료무료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앱을앱을앱을앱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무료무료무료무료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앱이앱이앱이앱이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재향군인들과재향군인들과재향군인들과재향군인들과 그그그그 가족들을가족들을가족들을가족들을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주택주택주택주택,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다연결시켜주다연결시켜주다연결시켜주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거주하는 900,000명의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중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무료 모바일 앱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재향군인 앱은 사용자들에게 보건, 주택, 취업, 교육, 미국 

재향군인부에 재향군인 수당에 대한 클레임 접수와 관련한 중요 자료를 포함해 연방 및 

주 재향군인 수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앱은 iOS 및 Android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용감한 남녀 군인들은 국토 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쳐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이 

새로운 앱은 이러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귀향한 후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보다 스마트하고 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앱은 뉴욕의 재향군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뉴욕주 및 지방정부기관들 간에 새로운 

차원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이 앱에서 만날 수 있는 "Near Me" 기능을 

사용하면 뉴욕 어디에 있더라도 현재 있는 정확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뉴욕주 

재향군인부 현장 사무소와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에이전시 사무소 주소와 연락 정보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는 재향군인 및 그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 및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재향군인부의재향군인부의재향군인부의재향군인부의 실장인실장인실장인실장인 Eric J. Hesse 대령은대령은대령은대령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항상 

재향군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앱이라는 

인기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모두 알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일궈놓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주 및 카운티 사무소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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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고정보책임자인최고정보책임자인최고정보책임자인최고정보책임자인 Margaret Mille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들은 

국가의 부름에 답할 때 자신들보다 시민들을 우선시하였습니다.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사무국은 최초의 모바일 재향군인 포털을 개발하여 이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분들께 빚진 감사의 마음을 되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재향군인 앱 접속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요하시면 됩니다:  
 

iOS 기기용  
 

Android 기기용  
 

뉴욕주 재향군인 앱은 뉴욕주 재향군인부가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사무국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뉴욕주 공식 모바일 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www.ny.gov/mobileapps을 

방문하십시오. 
 

재향군인부재향군인부재향군인부재향군인부(Division of Veterans' Affairs)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 재향군인부는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난 70년 간, 

재향군인부는 여러 세대의 재향군인, 군속, 그 가족 및 부양자녀들을 군복무의 결과로 

얻은 다수의 경제, 의료 및 사회복지 수당과 서비스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뉴욕의 곳곳에서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지역 단위로 지원하기 위해 

68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재향군인부가 인가한 

VBA(Veterans Benefits Advisors)는 뉴욕주 재향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해 미국 

재향군인부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과 항소를 

성공적으로 준비, 제출 및 제기하였습니다. 재향군인부는 언제나 우리 미국과 뉴욕주를 

위해 봉사한 남녀 군인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지원, 자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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