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CT 법 및 걸프전과 포스트–9/11 시 대재향군 인

2022년 8월 10일에 서명된 PACT 법은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던 
여러 그룹의 재향군인에게 의료 서비스 자격을 확대합니다. 

항구적 자유 작전

특별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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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향군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 사이
에,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 노출 검사  
일반적으로 재향군인이 군 복무 중에 경험했을 수 있는 노
출이나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  화학 물질

2022년 11월 8일: VA는 독성 물질 노출 검사를 통합하여 진행하려
고합니다. VA 건강 관리에 등록한 모든 재향군인은 독성 물질 노출 
초기 검사와 최소 5년마다 후속 검사를 받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유자격 재향군인은 등록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CT 법에는 20개 이상의 새로운 추정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A.gov/PACT에서 
온라인으로 알아보십시오. 

            
               
         

    

사망한 재향군인의 가족이나 부양 가족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ACT 법에 정의된 추가 장애에 해당한 다양한 V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VA.gov/PACT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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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고 서명한 건강 혜택 산
청서 VA 양식 10-10EZ를 우편
으로 보내십시오 

무료 핫라인(877-222- 8387, 
월-금, 오전 8:00-오후 8:00 동
부 표준시)에 전화하십시오 

작성하고 서명한 VA 양식 10- 
10EZ를 가장 가까운 
VA 의료 센터나 클리닉으로 
가져가십시오. 

청 구를시작 하는 4 가지 쉬운 방법

자세한 내용은 
VA.gov/disability/how-to-
file-claim/ 에 서알아보십
시오

혜택핫라 인에전화하십
시오(구체적 인질문은 ) 
1-800 - 827 -1000 으로하
십시오

VBA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
십시오 
VA.gov/benefits/offices.asp

공인 VSO와 협력하십시오 
VA.gov/ogc/apps/
accreditation/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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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예비군의 현역 훈련 또는 비 현역 훈련 중에
독성 물질 노출 위험 활동(법에 의해 정의됨)에 참
여한 재향군인. 

다음과 같은 특정 기간 특정 위치(위의 영공 포함)에
서 근무한 재향군인: 

1990년 8월 2일,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
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2001년 9월 11일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이집트, 요
르단, 레바논,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또는 VA에
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기타 국가 

다음의 작전을 위해 배치된 재향군인: 

자유 작전의 감시자

내제된 결단 작전 

이라크 자유 작전

새 여명 작전

확고한 지원 임무 

 대기 오염 물질 • 
• 워페어 에이전트

방사선 • 직업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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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는 4가지 쉬운 방법

VA 공기 중 위험 및 개방형 연소 구덩 이 등록부 에 참여하 여 VA 
가노 출이건 강에 주는 잠재 적인 영 향 을 더 잘 이해 하고 후속 치 
료를 위해재향군인이 의료 제공자와 논의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s://www.va.gov/resources/the-pact-act-and-your-va-benefits/
https://www.publichealth.va.gov/exposures/burnpits/registry.asp
https://www.va.gov/resources/the-pact-act-and-your-va-benefits/
www.VA.gov/health-care/apply/ application/introduction
www.VA.gov/disability/how-to-file-claim/
www.VA.gov/benefits/offices.asp
www.VA.gov/ogc/apps/accreditation/index.asp
https://www.va.gov/resources/the-pact-act-and-your-va-benefits/
https://mobile.va.gov/app/va-health-and-benefits
https://www.va.gov/find-locations/
www.VA.gov/ogc/apps/accreditation/index.asp
www.VA.gov/disability/how-to-file-claim/
www.VA.gov/health-care/apply/ application/introduction
https://www.va.gov/vaforms/medical/pdf/VA%20Form%2010-10EZ.pdf
https://www.va.gov/vaforms/medical/pdf/VA%20Form%2010-10EZ.pdf
https://www.va.gov/vaforms/medical/pdf/VA%20Form%2010-10EZ.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