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및 연금 검사, 독성 물질 노출 검사, 등록 
검사
차이점이 뭘까요? 
중사 히스 로빈슨를 기리는 2022년 포괄적 독성 물질 해결 약속 법(PACT 법)의 603조에 의해 요구되는 새로
운 독성 물질 노출 검사와 함께, 재향군인은 어떤 시험과 검사가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이러한 시험과 검
사가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는지 등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 차트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분
류합니다. 

평가 유형 목적 설명 

보상 및 
연금(C&P) 검사 

보상 목적으로 서비스 연결을 
결정하고  장애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구 결정 프로세
스의 일부입니다. 

» 검사는 VBA 청구 프로세스의 일부로 시행되지만 
VHA나 계약된 제공업체가 수행합니다. 

» VA 관리에 등록해야 V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통해 VA 관리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 노출 
검사 

노출 우려가 있는 재향군인을 
식별하고 혜택과 자원, 서비스
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언합니
다. 

VA 혜택 청구 프로세스의 일부
가 아닙니다. 

» VA는 PACT 법 603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재향군인에게 
독성 물질 노출 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검사는 적어도 5년에 한 번 반복됩니다. 

» 검사 시간은 5-10분입니다. 

» 재향군인에게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VA 직원이 추가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조언
합니다. 

등록부 평가 수집된 정보는 연구 및 품
질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
며 임상 치료나 건강 관리 
또는 혜택에 대한 적격성
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
지 않습니다. 

» VA에는 6개의 등록부가 있습니다. 고엽제, 공기 중 
위험과 개방된 연소 구덩이, 열화 우라늄, 걸프전, 
이온화 방사선, 유독성 내장 파편. 

» VA의 건강 등록부 평가는 군 복무 중 특정 환경 

위험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재향군인을 위한 무료 
자발적 의료 평가입니다. 

» 등록부에 참여하기 위해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 검사는 약 60분이 소요되며 VA나 군 의료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재향군인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VA 의료 
시설인 환경 보건 코디네이터에 연락하여 등록부 평
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만 재향군인 
프로그램(MVP) 

수집된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
용되는 것이며 임상 치료나 의
료 서비스,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
닙니다. 직접적인 독성 노출 검
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VA는 정보를 사용하여 유전자, 생활 방식, 군대 경험과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합니다. 

» 참가자는 MVP를 통해 사전 동의, 혈액 샘플 및 건강 
기록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MVP에 등록하기 위해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 mvp.va.gov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866-441-
6075로 전화하여 약속을 잡으십시오. 

다른 VA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publichealth.va.gov/exposures/ 
www.VA.gov/PACT 

https://www.va.gov/disability/va-claim-exam/
https://www.publichealth.va.gov/exposures/coordinators.asp
https://www.mvp.va.gov/pwa/
https://www.publichealth.va.gov/exposures/
https://www.va.gov/resources/the-pact-act-and-your-va-benef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