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0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재향군인 지원 개선을 위한 뉴욕주 재향군인 모바일 앱의 새로운  

기능 발표 

 

업데이트에는 “지오 펜싱”과 개선된 푸쉬 알림, iOS와 Android 플랫폼 모두 사용 가능 

 

해당 앱은 2016년 전자 정부 센터로부터 “베스트 모바일/무선 프로젝트” 상 수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재향군인과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뉴욕주 재향군인 앱에 

추가한 뉴욕주 프로그램과 서비스 접속을 개선하는 몇 가지 새로운 첨단기능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2월, 뉴욕주는 주 내의 834,000여 명의 재향군인을 도와주는 

무료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본인의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뉴욕의 재향군인들이 더 

쉽고 편하게 앱을 사용법을 배워 본인들이 뉴욕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게 합니다. 이 용감한 뉴욕시민들은 우리주와 국가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들을 

방위하는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그들의 복무를 기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오 펜싱 혹은 디지털 경계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하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과 특정 지역에 있는 기관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밖에 푸쉬 알림은 현재 

대화형 링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간단한 클릭으로 건강관리, 주택, 교육, 고용 청구 및 

혜택에 관한 최신 정보가 담긴 적절한 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 재향군인 관리부 책임자 Eric J. Hes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재향군인 앱(NYS Veterans’ App)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을 지원해 주신 주지사와 

정보기술서비스 사무실(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TS)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뉴욕주 재향군인 앱에 대한 추가적인 인식과 사용을 

추진하면서 찾으려는 재향군인들에게 연락이 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free-mobile-app-connects-veterans-vital-services


지오 펜싱을 앱의 업데이트한 기능에 통합하여 재향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현재 위치에 따른 개별 자원에 접속할 수 있게 하며 이번 업데이트로 하여 이들이 임시 및 

영구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개선된 모바일 앱은 기존의 

기능을 전부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연방과 주 재향군인 혜택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 

제공과 재향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미국 보훈처(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결정과 정책의 변경사항들에 관한 알림 등 기능을 포함합니다.  

 

보훈처는 특정 뉴욕 재향군인에게 건강관리 변경사항을 알리고 해당 변경사항에 관하여 

미국 보훈처 웹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모바일 앱의 “내 

주변(Near Me)” 기능을 통하여 재향군인과 그의 가족들은 가까운 재향군인 관리소를 

찾고 재향군인 혜택 관리자와 청구서 제출 등 업무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향군인과 그의 가족이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에 관한 새로운 개발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뉴욕주 재향군인 앱은 정보 제공과 뉴욕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을 위한 서비스 접속에 중요한 매개체를 제공합니다. 이 앱은 모든 

뉴욕주 재향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뉴욕주 재향군인 관리부는 ITS와 협력하여 모바일 앱 개선을 위한 공동 작업을 통하여 

2016년 전자 정부 센터로부터 “베스트 모바일/무선 프로젝트” 상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재향군인 앱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iOS 기기  

 

안드로이드 기기  

 

뉴욕주 공식 모바일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gov/mobileapps를 방문하십시오. 

 

재향군인부(Division of Veterans' Affairs) 소개: 

뉴욕주 재향군인부는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합니다. 지난 70년간, 

재향군인부는 여러 세대의 재향군인, 군인과 그 가족 및 부양 자녀들을 다수의 경제, 

의료와 사회복지 및 군 복무에 대한 보답 서비스 등 혜택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뉴욕의 곳곳에 있는 재향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68개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부가 2015년 한 해에만 인가한 VBA 

(Veterans Benefits Advisors)는 뉴욕주 재향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미국 재향군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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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제출 및 제기하였습니다. 재향군인부는 언제나 국가와 뉴욕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을 위해 최고의 지원, 자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https://geo.itunes.apple.com/us/app/nys-veterans-official-veteran/id1064967198?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gov.ny.its.Veterans&utm_source=global_co&utm_medium=prtnr&utm_content=Mar2515&utm_campaign=PartBadge&pcampaignid=MKT-Other-global-all-co-prtnr-py-PartBadge-Mar2515-1
http://www.ny.gov/mobile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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