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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골드 스타 부모(GOLD STAR PARENTS) 보상액 인상을 위한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골드 스타 부모(Gold Star Parents) 연간 보상액 

인상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 군인 자녀를 잃은 부모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골드 스타 부모(Gold Star Parents)는 연간 인상 조항 없이 매년 500달러를 

받습니다. 새로운 법은 행정부법을 개정하여 미국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정한 혜택 인상 비율에 동등한 연간 인상을 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이 

주정부에서 항상 우선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으로, 가장 큰 상실로 고통받는 

군인 가족들이 반드시 누려야 마땅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조치가 법에 들어가도록 서명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뉴욕 주민들을 기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골드 스타(Gold Star) 연금은 고인들 중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군인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이 나라에 기여하다 사망한 부모의 정서적 손해와 재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특별 소득 연금입니다. 2008년 시행 이후 골드 스타 부모 연금(Gold Star 

Parent Annuity)은 인플레이션 및 기타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경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금액 인상으로 골드 스타 부모(Gold Star Parents) 지원이 

뒤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athleen A. Marchion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기여하신 

용감한 분들과 그 가족들은 모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전쟁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사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재향군인의 날에 우리 군인들과 가족들의 궁극적 희생을 인정하기 위해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군인과 가족이 누려야 

마땅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다시 한 번 뉴욕이 우리 재향군인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공무 집행 중 자녀가 사망한 골드 스타 부모(Gold Star 

Parents)용 지원이 뒤지지 않게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하여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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