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서 재향 군인과 

배우자에 대한 신청 비용을 면제할 예정임을 발표  

  

11월 11일 월요일 재향 군인의 날(Veterans Day), 빨간색, 흰색, 파란색 불빛으로 뉴욕주 

랜드마크에 점등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서 재향 군인과 배우자에 대한 신청 비용을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자는 뉴욕 주립 대학교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 캠퍼스에 지원 신청을 

할 때 50~65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조치는 모든 뉴욕주 캠퍼스의 모든 재향 

군인과 배우자에 대한 비용을 면제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이사회 회의 어젠다에 

대한 결의안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알프레드 이 스미스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뉴욕 주립 대학교 센트럴(SUNY Central),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및 주 박람회 엑스포 센터(State Fair Expo Center)에서 재향 군인의 

날(Veterans Day)을 기념하여 11월 11일 월요일에 빨간색, 흰색, 파란색의 불빛을 

점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여러 세대 동안 뉴욕주와 미국의 

자유와 이상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우리는 재향 군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향 군인과 배우자를 위한 뉴욕 주립 

대학교 및 뉴욕 시립 대학교의 신청 비용을 면제하면 용감한 우리 재향 군인 남성과 여성 

및 그 가족이 민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고 성공에 필요한 도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복무한 모든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봉사, 용기 및 희생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재향 군인의 날에 미국 

국기 색깔의 불빛으로 주 전역의 랜드마크를 비출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Kristina M. Johnson 명예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봉사한 군인들과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가능한 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공부하고 배우려 하고 삶을 발전시키려고 보이는 교육의 열정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향 군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추천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그들의 봉사와 



 

 

희생을 존중하며, 민간인의 삶으로 전환할 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Félix V. Matos Rodríguez 명예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는 대학에 입학한 3,300명 이상의 재향 군인들이 우리 캠퍼스에 가져다주는 

다양성과 학문적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향 군인의 배우자에게도 신청 비용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대학이 이미 학생과 재향 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회에 

있어 중요한 추가 사항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캠퍼스 

커뮤니티에 대한 재향 군인들의 공헌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재향 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Jim McDonough 

감독관 대령(미국 육군, Re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향 군인 학생이 재학 중인 곳입니다. 이는 이 대학교가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는 재향 군인과 그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복무했던 군인과과 그 배우자를 위한 신청비를 없애는 것은 Cuomo 

주지사와 뉴욕이 이 중요한 조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향 군인이 쉽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보훈, 국토 안보, 군사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의장인 John E. Brooks 상원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존경을 말로 표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대중의 

행동으로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재향 군인과 그 배우자에게 뉴욕 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의 신청 비용을 면제해 줌으로써, Cuomo 주지사는 재향 군인이 민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등 교육을 받아 성공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훈 상임 위원회(NYS Assembly Standing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의장인 Didi Barrett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향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 주신 Cuomo 주지사와 Johnson 뉴욕 주립 대학교 명예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청비를 면제하는 것은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가 돌아온 재향 

군인 남성과 여성을 환영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뉴욕주 고등 교육 위원회(NYS Assembly Committee in Higher Education) 의장인 

Deborah Glic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군인들은 가능한 한 대학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비용을 면제하면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한 학생에게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대학에 대한 장벽이 제거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와 뉴욕 주립 대학교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며, 더 많은 재향 군인이 대학에 

지원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거의 750,000명의 재향 군인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오랜 헌신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 행정부에서 뉴욕주는 현재 600개 이상의 사업을 

인증하여 재향 군인 소유 사업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금을 제정하고, 뉴욕 최초의 

재향 군인 및 군인 가족 회의(Summit on 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를 소집하고, 

저스티스 포 히어로즈 이니셔티브(Justice for Heroes Initiative)를 발족하여 재향 군인을 

지원하는 로스쿨 법률 클리닉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향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개인 간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금을 제공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의 

수천 명의 군인 학생과 그 부양 가족을 위한 교육 기회를 증진하도록 칼 스피엘보겔 대사 

기금(Ambassador Carl Spielvogel Fund)을 홍보하고,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재향 

군인에 대한 신청비를 면제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력으로 인해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재향 군인에게 우호적인 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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