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PACT 법 : 의 료서비 스자 격및 혜 택
이 해

PACT법이란 무엇입니까? 왜 중요합니까? 

PACT 법은 화상을 입거나 기타 독성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재
향군인을 위한 VA 의료 서비스 및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입
니다. 이 법을 통해 우리는 여러 세대의 재향군인들과 그 생존자
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
다.

이 법은 (1) 독성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재향군인과 베트남 시
대, 걸프전 시대, 포스트-9/11 시대의 재향군인을 위한 VA 의료 서
비스 자격을 확대 및 연장하고 (2) 독성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혜택 자격을 확대합니다. 

약어 PACT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PACT 법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

독성 물질 노출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재향군인이 군 복무 중에 경험했을 수 있는 노출
이나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대기 오염 물질: 연소 구덩이, 유정 화재, 유황 화재, 모래, 
먼지, 미립자 

PACT 법 개요 

중사 히스 로빈슨을 기리는 2022년 포괄적 독성 물질 해결 약
속(PACT) 법안 

일부 조항이 서로 다른 시기에 발효되지만 VA는 PACT 법이 법률
로 서명된 날짜(2022년 8월 10일)에 PACT 법에 설정된 추정 조건
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
각하는 모든 재향군인과 유족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독성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재향군인과 베트남 시대, 
걸프전 시대, 포스트-9/11 시대의 재향군인을 위한 VA 의료 서비
스 자격을 확대 및 연장합니다.

» 화학 물질: 고엽제 또는 기타 제초제, 연소 구덩이, 캠프
르준 급수, 살충제, 열화우라늄, 크롬 또는 산업용 용제 

» 방사선: 핵무기 실험, X선 또는 열화우라늄 

» 워페어 에이전트: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겨자가스, 
제초제 시험 및 보관 

» 직업상의 위험: 석면, 납, 연료, 산업용 용제, 방사선, 
진동, 소음, 군용 차량의 특수 페인트, 일부 냉각수 또는 
절연 유체 

VA는 추정 상태로 간주할 의학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합니다. 

»

등록된 모든 재향군인은 독성 물질 노출 초기 검사와 최소 
5년마다 후속 검사를 받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유자격 재
향군인은 등록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걸프전 당시 서남아시아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의 
사망률과 포스트-9/11 재향군인의 건강 동향, 재향군인의 
암 발생률등에 대한 연구를 요구합니다.

»

VA 의료 담당자와 청구 처리자는 독성 물질 노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이 법에 의해 VA는 날로 증가하는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숙련된 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

이 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31개의 시설이 새로 승인되어 VA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복무 연결의 추정이란 무엇입니까? 

VA는 특정 질병이나 아픔이 재향군인의 군 복무와 관련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재향군인과 그 유족은 이러한 조건에 대한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어떤 추정 내용이 새롭거나 또는 확장되었으며 
언제 발효됩니까? 

재향군인과 유족은 PACT 법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대해 즉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과 포스트-9/11 재향군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이 포함됩
니다. 
뇌암, 교모세포종, 모든 유형의 호흡기(호흡 관련) 암, 모든 유형의 위
암, 모든 유형의 두부암, 모든 유형의 림프종, 모든 유형의 림프암, 경
부암, 췌장암, 모든 유형의 생식기 암, 신장암, 흑색종, 복무 후 진단된 
천식, 만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협착성 기관지염 또는 폐쇄성 기관
지염, 폐기종 , 육아종성 질환, 간질성 폐질환(ILD), 흉막염, 폐섬유증, 
사르코이드증,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전술적 제초제에 노출된 베트남 재향군인과 기타 재향군인의 경
우, 여기에는 두 가지 고엽제 추정 조건이 포함됩니다. 
중요성 미정의 단클론 감마병증 (MGUS), 고혈압(혈압 상승이라
고도 함). 

재향군인은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VA는 법안이 제정된 날짜에 PACT 법에 설정된 추정 조건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재향군인과 유족들은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연결 추정에 따라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향군인은 VA 양
식 21-526EZ, 장애 보상 및 관련 보상 혜택 신청서를 사용하여 청구
를 제기하거나 VA 양식 20-0995, 의사 결정 검토 요청서:추가 청구를 
사용하여 보충 청구를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향군인이 이전에 이 조건들 중에서 제기한 청구가 
거부되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VA는 추정 서비스 연결이 설정되거나 변경되면 재향군인에게 연락합
니다. 그러나 이전에 독성 물질 노출 관련 청구를 거부당한 재향군인
은 추가 청구를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청구가 접수되면 VA는 
새 법에 따라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한 적이 
없는 재향군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재향군인이 장애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VA.gov/disability/how-to-file-claim/

혜택 핫라인(특정 질문의 경우) 1-800-827- 1000으로 전
화하십시오. 

VBA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VA.gov/benefits/offices.asp

공인 VSO와 협력하십시오 
VA.gov/ogc/apps/accreditation/index.asp

PACT 법 혜택 

2023년 1월 1일: 
VBA에서 청구 처리를 시작합니다. 

지금 유효: 
20개 이상의 새로운 추정 조건을 추가합니다. 재향군인
과 유족들을 위한 혜택 자격에 적용됩니다. 

걸프전과 포스트-9/11 재향군인들에 대해서는 다음이 포함
됩니다. 뇌암, 교모세포종, 모든 유형의 호흡기(호흡 관련) 
암, 모든 유형의 위암, 모든 유형의 두부암, 모든 유형의 림프
종, 모든 유형의 림프암, 모든 유형의 생식기 암, 신장암, 흑
색종, 천식(복무 후 진단), 만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협착성 
기관지염 또는 폐쇄성 기관지염, 폐기종, 육아종 질환, 간질
성 폐질환(ILD), 흉막염, 폐섬유증, 사르코이드증, 만성 기관
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전술적 제초제에 노출된 베트남 재향군인과 기타 재향군인
의 경우, 여기에는 두 가지 고엽제 추정 조건이 포함됩니다. 
중요성 미정의 단클론 감마병증(MGUS), 고혈압(혈압 상승). 

2022년 8월 10일: 
PACT 법이 서명 승인되어 법제화되었습니다. 

재향군인은 청구를 제기할 때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

재향군인은 청구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제출
해야 합니다. PACT 법에 따르면 독성 물질 노출과 관련된 보상 청구를 
처리할 때 VA는 노출 추적 기록 시스템의 재향군인 기록을 모두 고려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 VA는 전체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청구 담당자가 확인된 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청구를 입증
하기 위한 검사나 의학적 의견을 요청하여 재향군인의 청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추정 조건 중 하나를 진단받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재향군
인은 VA 양식 21-526EZ과 장애 보상 및 관련 보상 
혜택 신청서를 사용하여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청구를 제기해야 합
니다. 

2022년 PACT 법 : 의 료서비 스자 격및 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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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21-526ez/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21-526ez/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20-0995/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21-526ez/
https://www.va.gov/disability/how-to-file-claim/
https://benefits.va.gov/benefits/
https://www.va.gov/ogc/apps/accreditation/index.asp


PACT 법 혜택 

재심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이전에 청구를 거
부당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나 부양 가족은 PACT 
법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망한 재향군인의 가족이나 부양 가족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PACT 법에 정의된 추가 장애에 해당한 다양한 VA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는 부양가족 보상
금(DIC), 적립 및 장례 혜택이 있습니다. 

» DIC는 복무 중 또는 복무 관련 장애로 사망한 재향군인의
생존 배우자, 부양 자녀(들) 또는 부모(들)이 자격이 있는 경
우 그들에 대한 월별 지급금입니다. 증거는 재향군인의 사
망이 재향군인의 복무 기간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구를 제기하려는 유족
은 VA 양식 21P-534EZ를 작성하여 혜택을 신청하고 증빙 자
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재향군인의 생존 적격 배우자, 부양 자녀(들), 부양 부모
(들)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지불입니다. 사망한 재향군인의 
가족은 또한 재향군인의 최종 비용이나 장례에 대한 지불 
증거를 제공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제기하
려는 유족은 VA 양식 21P-534EZ 또는 VA 양식 21P- 601을 작
성하여 혜택을 신청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PACT 법 : 의 료서비 스자 격및 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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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 혜택은 사망한 재향군인의 사망 전 장애 보상금
이나 재향군인 연금 등의 혜택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지
급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관계에 기초하여 사망

» 장례 혜택은 적격한 재향군인의 국립 묘지에 안장될 자
격과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액 지급입니다. VA
는 사망 당시 자격을 갖춘 사망한 재향군인의 가족이나 
부양 가족에게 장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A는 
복무 관련 장례, 비복무 관련 장례, 부지 또는 장례 비용
과 교통비를 지불합니다. 청구를 제기하려는 개인은 VA 
양식 21P-530EZ를 작성하여 혜택을 신청하고 증빙 자료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향군인회의 민간 보건 및 의료 프로그램(CHAMPVA)을 
통한 의료 서비스는 현재 또는 과거의 복무 관련 장애에 대
해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의 유족과 부양 가족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21p-534ez/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21p-534ez/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21p-601/
https://www.vba.va.gov/pubs/forms/VBA-21P-530EZ-ARE.pdf
https://www.vba.va.gov/pubs/forms/VBA-21P-530EZ-A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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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 서비스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PACT 법은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격과 이용 가
능성을 확대하여 재향군인을 VA 치료에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
을 VA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이전에
는 자격이 없었던 여러 그룹의 재향군인에게 의료 자격을 확대하
고 VA가 모든 질병에 대한 병원 치료와 의료 서비스, 요양원 치료
를 세 가지 새로운 범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
니다. 

» 범주 1: 현역, 예비군의 현역 훈련 또는 비 현역 훈련 중에
독성 물질 노출 위험 활동(법에 의해 정의됨)에 참여한 재
향군인. 

PACT 법 의료 서비스 자격 

2022년 11월 8일: 
등록된 재향군인에 대한 독성 물질 노출 검사를 통
합하기 시작합니다. 

발효일(2022년 8월 10일): 
특정 기간 동안 베트남 공화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의 특정 지방, 괌, 미국령 사모아(또는 영해), 존스턴 환
초(또는 그곳에 기항한 선박)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은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PACT 법이 서명 승인되어 법제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1990년 8월 2일부터 2001년 9월 11일까지 제대된 
범주 1과 2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의료 등
록 단계. 

2026년 10월 1일: 
2001년 9월 12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대
된 범주 1과 2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의료 
등록 단계. 

2028년 10월 1일: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대된 
범주 1과 2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의료 등
록 단계. 

2030년 10월 1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대된 
범주 1과 2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의료 등
록 단계. 

2032년 10월 1일: 
범주 3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의료 등록 단
계. 

PACT 법 적용 자격 주요 날짜 

2022년 PACT 법 : 의 료서비 스자 격및 혜 택
이 해

» 범주 2: 특정 기간 특정 위치(위의 영공 포함)에서 근무
한 재향군인: 

• 1990년 8월 2일 이후: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 2001년 9월 1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우즈베키스탄 또는VA에
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기타 국가.

» 범주 3: 항구적 자유 작전, 자유 작전의 감시자, 이라크 
자유 작전, 새 여명 작전, 내재된 결단 작전 또는 확고한 
지원 임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재향군인. 

» 발효일(2022년 8월 10일): 
베트남 공화국 (1962년 1월 9일 ~ 1975년 5월 7일), 태국의 
미국 또는 태국 왕실 기지(1962년 1월 9일 ~ 1976년 6월 30
일), 라오스 (1965년 12월 1일 ~ 1969년 9월 30일), 캄보디아
의 특정 주(1969년 4월 16일 ~ 1969년 4월 30일), 괌, 또는 
미국령 사모아 또는 그 영해(1962년 1월 9일 ~ 80년 7월 31
일), 존스턴 환초 또는 그곳에 기항한 선박(1977년 1월 1일 
~ 9월 30일)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은 VA 의료 서비스에 등
록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지: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 전쟁 기간 동안 전투 작전 지역에
서, 또는 1998년 11월 11일 이후 적대적인 기간 동안 적대
적인 군대와의 전투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재향군인과 
2001년 9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1일 사이에 제대한 재향
군인은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무
료이며 연간 비용이 없으며 치료도 무료입니다.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0월 1일: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 전쟁 기간 동안 전투 작전 지역에
서, 또는 1998년 11월 11일 이후 적대적인 기간 동안 적
대적인 군대와의 전투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재향군인
과 2001년 9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1일 사이에 제대한 
재향군인은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PACT 법 의료 서비스 자격 

독성 물질 노출 검사란 무엇입니까? 재향군인에
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재향군인은 개방된 연소 구덩이나 일반적으로 군사적 환경 노
출과 관련된 기타 위험에 대한 잠재적 노출에 대해 질문을  받
게 됩니다. 이를 통해 VA는 재향군인에 대한 다른 잠재적  위험
을 식별하고 향후 정책 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이나 포스트-9/11 전투 참전 재향군인의 자
격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PACT 법은 VA 의료 서비스 자격을 확대 및 연장합니다. 모든 
재향군인은 제대 날짜에 관계없이 VA 의료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VA 의료 서비스 자격은 복무 이력과 기타 요
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 전쟁 기간 동안 전투 작전 지역에서, 
또는 1998년 11월 11일 이후 적대적인 기간 동안 적대적인 군
대와의 전투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재향군인과 

연소 구덩이 등록부란 무엇입니까? 재향군인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VA 공기 중 위험 및 개방된 연소 구덩이 등록부는 VA가 노출이 
건강에 주는 잠재적인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후속 치료를 위
해 재향군인이 의료 제공자와 논의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사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등록대상은 1990년 8월 2일 이후 서남아시아나 이집트에 파
병되었거나 2001년 9월 1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시
리아, 우즈베키스탄에 파병된 재향군인입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VA 의료 서비스 접근이나 보상 및 혜택 청
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특정 공기 중 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련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향군인은 VA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VA.gov/health-care/apply/application/introduction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무료 핫라인(877-222-8387, 월-금, 오전 8:00-오
후 8:00 동부 표준시)에 전화하십시오.

작성하고 서명한 의료 서비스 혜택 신청서 VA 양식 
10-10EZ를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작성하고 서명한 VA Form 10-10EZ를 가장 가까
운 VA 의료 센터나 클리닉으로 가져가십시오. 

2022년 PACT 법 : 의 료서비 스자 격및 혜 택
이 해

» 2001년 9월 11일과 2013년 10월 1일 사이에 제대된 재향
군인들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 사
이에 특별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이전에 VA 의료 서비
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 1년 기간은 재향군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는 재
향군인들이 현재와 미래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등록은 무료
이며 연간 비용이 없으며 치료도 무료입니다. 

» 2013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가장 최근에 제대한 날로부
터 10년 동안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
다. 

VA.gov/PACT 에서자세히알아보고등록하십시오

VA 의료 서비스 및 혜택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1-800-MyVA411(1-800-698-2411)로 전화해주십시오

VA.gov/find-locations/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s://www.va.gov/PACT
https://mobile.va.gov/app/va-health-and-benefits
https://www.va.gov/find-locations/
https://www.publichealth.va.gov/exposures/burnpits/registry.asp
https://veteran.mobilehealth.va.gov/AHBurnPitRegistry/
https://www.va.gov/health-care/apply/application/introduction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10-10ez/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10-10ez/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10-10e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