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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다수 언어의 구사력을 입증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표창하는 법안 서명 

 
Cuomo 주지사는 오늘 영어 이외에 한개 이상 언어의 구사력을 습득하여 학업의 우수성을 입증한 
뉴욕주 고등학교 졸업생을 표창하고 뉴욕주 다중 언어 구사 인증을 수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인증은 다중 언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우수 졸업생의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에 
부착됩니다.  

“뉴욕주는 다른 언어의 학습을 위해 전념한 우리 학생들의 탁월한 성취력을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학생의 우수성을 인정하면, 학생의 장래의 직장 생활 및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에 유익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매우 다양한 주이며, 이러한 학생들은 우리가 전세계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Robach 상원의원 및 Arroyo 
하원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인증의 목적은 표창을 받는 학생의 장래 고용 및 교육적 성공의 가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주 교육부 장관은 주립 대학 평의회가 개발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수여합니다. 이 
법은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안의 공동 후원자인 Robach 상원의원은 “영어와 제 2 언어 사용에 능숙한 학생에게 적절한 
자격 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학생의 언어 구사력 성취를 즉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와 제 2 언어의 사용에 능숙한 것은 유익한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학생의 공적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같은 세계에서, 영어와 제 2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으로 하여금 고등 교육 기관 및 직장에서 더욱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공동 후원자인  Carmen E. Arroyo 하원의원은 “뉴욕주는 민족적, 인종적 및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다중 언어 구사 인증은 이중 언어 사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리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 교육 
및 학습을 권장할 것입니다. 이중 언어의 정신에 따라 Sheldon Silver 하원의장 및 Dean G. Skelos 
여당 총재의 지원에   감사와 gracias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Joseph Robach 상원의원의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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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의 지도력과 지원에 그리고  뉴욕주 하원 및 상원 동료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법안을 서명 승인한 매우 특별한 Andrew Cuomo 주지사에게 백만 
번의 (un million de gracias)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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