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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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뉴욕 참전용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  

  

교육 및 고용 기회, 보건 및 일반 서비스, 투표권, 퇴역 상태 획득 및 중요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뉴욕주에 얼마나 많은 참전용사가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으로 규정된 

새로운 보고서  

  

Cuomo: "우리의 참전용사들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고, 그들이 

우리를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 패키지에는 

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이 서비스,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얻고 그들이 희생한 많은 것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및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군대에서 봉사하거나 복무한 뉴욕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교육, 고용, 투표, 퇴역 상태 보호 및 일반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현역 군인 및 재향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14개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참전용사들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고, 그들이 우리를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 패키지에는 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이 서비스,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얻고 

그들이 희생한 많은 것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및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오늘 서명은 오랜 기간 뉴욕주에 거주하는 약 퇴역 군인 750,000명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해 왔던 그의 헌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정부 아래 뉴욕은 

복무 중 장애를 입은 퇴역 군인 소유 기업에 대한 국가 최대 규모의 기금 제정, 현재까지 

621개 이상의 사업 인증, 퇴역 군인 및 군인 가족 회담(Summit on 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 최초 시행, 퇴역 군인에게 도움을 주는 로스쿨의 법률 클리닉을 후원하는 

영웅을 위한 정의 계획(Justice for Heroes Initiative) 출범, 퇴역 군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 

대 개인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기금 제공, 그리고 공무원(Civil Service) 

시험에 응시하는 퇴역 군인을 위한 신청 수수료 면제 등을 수행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통해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퇴역 군인에 친화적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명된 14개 법안을 카테고리 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S.1660A / A.4654A 퇴역 군인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장 수료 프로그램 출범  

현재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는 인증 작전(Operation 

Recogni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병역에 합류한 뉴욕주 퇴역 

용사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이 법안은 그 프로그램을 데저트 스톰 

작전(Operation Desert Storm),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뉴욕주 전역의 모든 퇴역 

군인에게 확대할 것입니다.  

  

고용  

  

S.3300 / A.6297 고용주가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을 위한 취업 기회를 별도 적용한다면 

해당 내용 표시 의무화  

민사 서비스 법(Civil Service Law)의 섹션 55-c에 따라,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을 위해 

500개의 일자리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주는 직책이 55-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일자리에 55-c에 

해당하는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갖춘 퇴역 군인 지원자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S.6474 / A.8282 특정 공직에 지원할 경우, 지원자가 연령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 복무 

연도 크레딧 제공  

이 법안은 퇴역 군인이 뉴욕시 경찰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또는 

뉴욕시 소방청(Fire Department of the City of New York, FDNY)과 같은 특정 공공 

서비스 직책에 대한 배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나이에서 최대 7년의 

군 복무 기간 공제를 허용합니다. 현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5세 이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의 복무 기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복무 

기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공제하여 이러한 중요한 직책에서 봉사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 및 일반 서비스  

  

S.4049A / A.5660, 뉴욕주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 퇴역 군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퇴역 군인 인 노숙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임시 장애 서비스 

관리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Servic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및 



 

 

아동 및 가정 서비스 관리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뉴주에 

거주하는 노숙자 참전 용사의 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정책 임안자 및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S.5285A / A.1093B 더 많은 퇴역 군인에게 건강 이유에 따른 유급 휴가 제공  

현행법에 따라 퇴역 군인인 뉴욕주 공무원은 임금 손실 없이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직장에서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퇴역 군인 직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 할 수있게하며, 국가에 의해 고용 된 

퇴역 군인에 대한 정책을 반영합니다.  

  

S.4477A / A.6792A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모바일 앱 손쉬운 접근 예정  

뉴욕주 참전용사 앱(New York State Veterans' App)으로 알려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연방 및 주 퇴역 군인 혜택,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뉴욕 

전역의 퇴역 군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앱은 항상 접근이 용이하거나 참전 용사 

서비스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이 홍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법안은 참전 

용사 서비스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가 웹 사이트를 통해 퇴역 군인을 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S.5991 / A.7594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에서 여성 퇴역 군인 코디네이터(Women Veterans Coordinator)의 의무 

업데이트  

이 법안은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내 

여성 퇴역 군인 코디네이터(Women Veterans Coordinator)의 의무를 갱신하여 

코디네이터가 주 여성 퇴역 군인 인구가 직면한 고유한 요구와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S.2377 / A.1804 주정부 기관이 퇴역 군인의 삶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  

이 법안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교정 및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역 군인 인구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수집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투표  

  

S.5184 / A.7293 군대 투표 조항을 교육구 선거에 적용 가능  

현행법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뉴욕주에서 군인 유권자로 등록하고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선거에서 결석자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항은 교육구 선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부재자 투표가 이미 허가된 모든 

교육구 선거에서 군인 투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전역 상태  

  

S.6467 / A.8095A 참전 용사 서비스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에 전역 

업그레이드 자문 위원회 프로그램(Discharge Upgrade Advisory Board Program) 

유지 의무화 필요  

이 법안은 참전 용사 서비스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에에 전역 업그레이드 자문 

위원회 프로그램(Discharge Upgrade Advisory Board Program)을 유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국 직원은 미국 군사 법원(United States Armed 

Forces) 항소 과정에서 퇴역 군인을 지원 하기 위해 전역 상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퇴역 

군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구속력이 없는 서면 자문을 발행합니다.  

  

S.6527 / A.8096 지역 참전용사 서비스 기관(Local Veterans Service Agencies)의 전역 

업그레이드 신청 완료 지원을 의무화  

지역 참전용사 서비스 기관(Local Veterans Service Agencies)은 관할 구역 내에 살고 

있는 퇴역 군인에게 귀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관이 의무적으로 

전역 업그레이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역 군인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세금 및 기타 수수료  

  

S.1681 / A.7289 현역 군인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확대  

현재 현역 군인이 아닌 중증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만이 복무 당시의 질환으로 인해 

반드시 집을 개조해야 할 부동산 세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차별을 

종식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은 뒤에도 장애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계속하는 현역 군인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여, 이들이 건물을 개조할 때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S.6260 / A.7234 및 S.6306 / A.8109 특정 카운티에 퇴역 군인 조직의 건설 및 개선에 

대한 비용 면제 권한 부여  

뉴욕 전역의 퇴역 군인 단체는 퇴역 군인이 지역사회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건설하거나 시설에 대한 자본 개선을 단행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은 회비를 올려 퇴역 군인의 

참여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S.6260 / A.7234는 나소 및 서퍽 카운티에에 

퇴역 군인 단체에 대한 건설 및 자본 개선에 대한 일정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6306 / A.8109는 워싱턴과 사라토가 카운티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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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Affairs) 회장인 John E.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참전용사, 국토 안보, 군사 위원회(NYS Senate Committee on 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회장으로서,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해 뉴욕의 퇴역 

군인에게 경력과 삶에서 더욱 많은 성공을 눌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Cuomo 

주지사의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복을 입고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모든 사람들의 용감한 행동을,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 많은 보건,건강, 기회, 

행복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기립니다.”  

  

참전용사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Affairs)의 회장인 Didi Barre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Affairs)의 

회장으로서 저는 퇴역 군인 서비스에 대한 주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명된 이 법안은 고용 기회, 재산세 및 퇴역 

업그레이드 문제를 해결하여 뉴욕 퇴역 군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 군인 가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지지해 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ndrew Gounardes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끝없는 감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는 이미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복무한 후, 다시 소방관으로 공공 

봉사하려는 이타적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며, 이 상식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따르면, 모든 퇴역 군인의 최대 20 퍼센트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에 명예롭게 봉사한 후, 정신 건강 문제 또는 뇌 

손상을 겪은 모든 퇴역 군인은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퇴역 군인 건강 관리 정보 프로그램(Veterans Health Care Information 

Program) 및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OCCS)의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상식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주정부가 우리 모두에게 봉사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을 지키기 위해 동료 뉴욕 주민들과 함께 

하며, 저는 이 중요 법안을 통화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Lavine 하원의원, Brooks 참전용사 

위원회 화장,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에 감사드리고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도 감사드립니다."  

  

Anna M. Kapl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주정부는 

군대에서 우리의 자유를 용감하게 지키는 남녀 모두에게 커다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퇴역 군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법안을 후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퇴역 군인 단체들은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법안을 지지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자본 개선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 그들에게 작게 나가 

감사를 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을 맞아, 뉴욕은 우리의 퇴역 군인과 군인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종종 불편한 절차를 통해야 했던 전역 업그레이드 자격을 

갖춘 퇴역 군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퇴역 군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더욱 많은 혜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추진해주신 Pheffer Amato 

하원의원을 비롯해, 이 중요한 법안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Shelley B. May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군대와 그 가족들이 

학교 이사회, 예산 및 도서관 이사회 선거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대부분의 지역 선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이 있기 전에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연방, 주 및 지방 선거의 부재자 투표에는 등록 할 수 있지만 학교 

선거는 예외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인과 그 가족들이 가장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주신 Thiele 하원의원, 저의 동료들,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퇴역 군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숙 문제와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문서화하는 철저한 조사를 뒤에서 

지원해주신 주지사를 비롯한 의회와 상원의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James Skoufi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비롯하여 매일,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에 주지사가 사심없이 봉사한 이웃들을 돕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은 장애를 가지고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게 세금 감면 기회를 비롯해 인식 작전(Operation Recognition)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것은 뉴욕의 퇴역 군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Peter Abbat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집에 

돌아올 때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그들이 더 

쉽게 노동 시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 

서비스직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연령 제한을 두지만,, 퇴역 군인 중 많은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간에 나라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력 조건이 완화되어 퇴역 군인들이 복무 기간에서 최대 7년 간의 

기간을 연령에서 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 죄역 군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Pamela Hunt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 서비스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내부에서 여성 퇴역 군인의 고유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창출한다면, 모든 퇴역 군인들이 그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배려와 

자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법안을 후원하여, 부문에서 여성 퇴역 군인 

코디네이터(Women Veterans Coordinator)가 만들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여성 퇴역 군인이 더욱 많은 서비스와 기회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Charles Lavi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서 퇴역 군인 건강 관리 정보 프로그램(Veterans Health 

Care Information Program)은 퇴역 군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퇴역 군인의 자녀들은 이제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 시설의 향상된 기록 보존 시스템으로 

인해 더 나은 건강 관리와 더 정확한 표적 치료를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하여 수많은 남성과 여성이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들이가 뉴욕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이 민간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참전 용사들은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저는 주 정부에서 일하는 퇴역 군인에 대한 유급 휴가에 대한 기존 

정책이 우리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일하는 퇴역 군인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제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의회와 상원의 동료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tacey Pheffer Amat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서비스를 간소화하여 너무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저는 이처럼 완만하지만 중요한 공헌를 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는 물론, 저의 하원 동료들, 특히 

이 법안을 이끌고 지지해주신 하원 참전용사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의장인 Didi Barrett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버니에서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퇴역 군인 관련 문제를 계속 최우선으로 다룰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Nily Rozi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퇴역 군인들이 언제 

봉사했는지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 기회와 사회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제적 자급 자족을 향한 길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봉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teve Ster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퇴역 군인들은 그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나라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Fred Thiel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와 그 가족들은 우리가 

즐기는 모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니라에 봉사하며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투표는 모든 

미국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군대 

투표를 교육구 선거로 확대하여, 우리는 군인들이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퇴역 군인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들의 용감한 봉사를 마친 후,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퇴역 군인에게 제공하는 단체가 건물 건설 및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회비 증액을 늘려야 하고 일부 퇴역 군인이 참여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 성공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그들의 훌륭한 봉사를 지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Carrie Woer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퇴역군인 단체는 나라를 위해 

봉사한 용감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과 공동체의 정신을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퇴역 

군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카운티가 퇴역 군인의 직위에 

대한 자본 개선과 관련된 비용을 면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단체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일 뿐입니다. 이번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에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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