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고등교육 서비스 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에 전사자 유가족(GOLD STAR FAMILIES)을 위한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ERIT SCHOLARSHIP)의 지원 자격 해석 확대 지시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ilitary Enhanced Recognition Incentive and 

Tribute Scholarship),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사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었거나 

실종된 뉴욕 군인 가족에게 대학 비용 보장  

  

군인 자녀의 달(Month of the Military Child) 동안 군인 가족들을 인식하고 기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등교육 서비스 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에 뉴욕의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ilitary Enhanced 

Recognition Incentive and Tribute (MERIT) Scholarship)의 지원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사했거나 

심각하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거나 전투 중에 실종된 미국 군대(Armed Forces) 구성원의 

모든 자녀, 배우자, 재정적 부양가족들에게 대학 등록금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전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전투 지역에서 사망한 참전용사의 자녀, 배우자, 

재정적 부양가족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자녀의 달(Month of the Military 

Child) 동안에 만들어진 발표는 매일 군인 가족이 희생한 것을 기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복무는 단순히 현역 군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온 가족이 복무하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는 말로만, 상징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희생을 기리고 그 봉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동안에 전사하거나 장애를 입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상실해 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덜고 상실을 조금 더 쉽게 다루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이자, 의무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제스처가 상실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화, 구제와 정의를 가져다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전사자 유가족(gold star 

families)이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우리 군대(Armed Forces)의 군인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숭고한 희생을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참전용사(WWII Veteran)의 딸이자 베트남전 참전용사(Vietnam 

Veteran)의 자매인,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 중에 숭고한 희생을 치르거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는 

이들의 가족들에게 양질의 고등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와 퇴역군인, 국토안보 및 군사 

상원의원회(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Committee)의 의장인 

John Brooks 상원의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모든 퇴역군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은 우리 군대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치른 이타적인 희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ERIT Scholarship) 프로그램은 387명의 참전용사 가족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데 도움을 주었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기쁩니다.”  

  

퇴역군인 사무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Affairs)의 의장인 Didi Barre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ERIT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사하거나 심각한,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모든 복무 

중인 군인들의 자녀, 배우자, 재정적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우리의 군인들을 기릴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봉사하고 종종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는 그들의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퇴역군인, 국토안보 및 군사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의장인 John Brook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숭고한 희생을 치르는 우리의 영웅적인 군인들에게 진실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부양가족들이 가져야 할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상실한 것을 보상할 수 없지만, 그들이 누려야 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의장인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사자 유가족(Gold Star families)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대학 지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그들의 봉사와 그들이 치른 희생을 기립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ERIT Scholarship)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만류할 수 

있는 최근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런 



지원들이 가족들에게 이용 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자격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고등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의장인 Toby Stavi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군인들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했고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특히 봉사 중에 숭고한 희생을 치른 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고등교육 서비스 공사(HESC)는 다음 세대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주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에게 오늘 

이러한 변화를 만든 그의 지도력에 감사하며, 동료인 Brooks 상원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봉사와 목소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치러진 희생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퇴역군인, 국토안보 및 군사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의 간부의원인 Robert Or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전사자 유가족(Gold Star families)이 그들이 받아야 할 명예와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Cuomo 주지사와 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 경우에 우리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사망한 군인의 가족들을 

돕는 것은 모두가 지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위원인 Steve Hawl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자 유가족(Gold Star Families)과 장애를 입는 

퇴역군인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는 마침내 부정의를 바로 잡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퇴역군인과 군인들에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보답할 수 없을 것이지만,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ERIT Scholarship)이 확대되는 것을 보기 위해 주 전체 양당의 노력을 

이끌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우리 국가의 영웅들과 그들의 

가족이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올바른 일을 해 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급한 시기에 전사하고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가족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자녀와 배우자들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무료 

등록금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기리면서 수천 명의 가족들이 그들의 교육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중요한 계획을 추진한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ERIT Scholarship)은 뉴욕 군 복무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2003년 이라크 전쟁(War in Iraq)이 시작한 직후에 개설되었고, 

최대 4년간의 정규 대학 공부 (또는 승인된 5년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서의 5년)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 등록금: 실제 등록금 또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거주민(in-state) 학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 비등록금 비용: 최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평균 비용까지이며, 

숙소와 식비 및 교재, 물품, 교통비를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거주지: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은 통학하는 학생보다 더 높은 숙소와 식비 

비용을 받습니다. 캠퍼스 내 학생 주택을 이용할 수 없다면,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과 동일한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학년의 경우, 

수령자는 캠퍼스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4,250달러, 대학에 통학하는 경우 

최대 15,750달러를 받게 됩니다.  

  

2018년에 약 111명의 학생들이 총 180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군인 인식 개선 

장려 및 헌정 장학금(MERIT Scholarship)은 2003년에 시행된 이후에, 387명의 참전용사 

가족들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퇴역군인을 위한 추가 지원  

Cuomo 주지사는 그의 행정 기간 동안, 뉴욕주에 사는 거의 750,000명의 퇴역군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 복무 중 장애를 입은 퇴역군인 소유 기업에 대한 국가 최대 규모의 기금 

제정, 현재까지 621개의 사업 인증  

• 혜택 청구의 미집행을 줄이기 위해 연방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와의 협력  

• 퇴역군인에게 도움을 주는 로스쿨의 법률 클리닉을 후원하는 영웅을 위한 

정의 계획(Justice for Heroes Initiative) 출범  

• 퇴역군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기금 제공  

• 공무원(Civil Service) 시험에 응시하는 퇴역군인을 위한 신청 수수료 면제  

• 수감된 퇴역군인을 위한 사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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