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성 물질 노출 검사 
모든 재향군인은 독성 물질 노출 초기 검사와 최소 5년마다 
후속 검사를 받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유자격 재향군인
은 등록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CT 법은 화상 을입거 나기 타독 성물질 에노출 된적 이있 는재향군 
인 을 위한VA 의료서 비 스및 혜택을확 대하는 새로 운법입 니다 . 이 법
을 통해여 러세대의재 향군 인들과그 유족들에 게그들 이마땅 히 받아
야할 보살핌 과혜택을 제공하 게됩니다.

이 법은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던 여러그 룹의재 향군인에게의 료서 
비스자 격을확 대하고VA 가모 든질 병에대한 병원 치료 와의료 서
비 스, 요양원치료 를세가 지 새로운 범주로 나누어 단계적 으로제
공하 도록요구합 니다.

범주 1: 현역, 예비 군의 현역 훈련 또는 비 현역 훈련 중에 독
성 물질  노출 위험  활동 (법에 의해 정의됨)에 참 여한  
재향군인.

항구적  자유  작전 

특정 기간 다음의 국가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은 발효일(2022년 8월 10일)
부터VA  의료 서비 스에 등 록 할 수 있습 니다.

베트남 공화국
1962년 1월 9일-1975년 5월 7일

태국 
미국 또는 태국 왕실 기지  
1962년 1월 9일-1976년 6월 30일 

라오스
1965년 12월 1일-1969년 9월 30일 

괌 또는 미국령 사모아 
(또는 영해)
1962년 1월 9일-1980년 7월 31일 

존스턴 환초 
(또는 존스턴 환초에 기항한 함선에서 )  
1972년 1월 1일-1977년 9월 30일 

캄보디아  
캄퐁참 주 
미모토르 크렉에서 
1969년 4월 16일-1969년 4월 30일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 사이,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 전쟁 기
간 동안 전투 작전 지역에서, 또는 1998년 11월 11일 이후 적대적인 기간 
동안 적대적인 군대와의 전투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재향군인과 2001년 9
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1일 사이에 제대한 재향군인은 VA 의료 서비스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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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 
PACT 법이 서명 승인되어 법제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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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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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과 
2001년 9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1일 사이에 제대한 
재향군인은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08일: 
등록된 재향군인에 대한 독성 물질 노출 검
사를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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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일: 
2001년 9월 12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대된 범
주 1과 2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등록 단계. 

2028년 10월 1일: 
2007년 1월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대된 범
주 1과 2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등록 단계. 

2030년 10월 1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대된 범
주 1과 2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등록 단계. 

2032년 10월 1일: 
범주 3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등록 단계. 

VA는 PACT 법 및 노출 관련 장애 혜택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VA.gov/PACT에 게시할 예정

입니다. 

범주 2: 다음 날짜 이후에 특정 위치(해당 영공 포함)의 근무 기
지에 배치된 재향군인: 

1990년 8월 2일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
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2001년 9월 11일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이집트, 요르
단, 레바논,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또는 VA에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기타 국가 

범주 3: 다음의 작전을 위해 배치된 재향군인: 

이라크 자유 작전 

내제된 결단 작전

자유 작전의 감시자

새 여명 작전

확고한 지원 임무 

VA.gov/PACT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오 
VA 의료 서비스 및 혜택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1-800-MyVA411 (1-800-698-2411)로 전화해주십시오 
VA.gov/find-locations/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www.VA.gov/PACT
https://mobile.va.gov/app/va-health-and-benefits
http://VA.gov/find-locations/
http://www.VA.gov/P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