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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 차원의 조치 발표  

  

뉴욕주 내 550,000명 이상의 상업용 운전 면허 소지자들 접촉 시작   

  

주정부 기관들에게 학교 지원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 동원 지시  

  

운전기사 고용 지원 및 상업용 운전 면허 시험 장소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각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기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장벽을 

없애고, 전통적, 비전통적 상업용 운전면허(Commercial Driver’s License, CDL) 

소지자들을 고용하고, CDL 시험 기회를 확대하며, 더 많은 운전자들을 스쿨버스로 

돌리도록 고안된 모든 과정들을 제고하는 단기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뉴욕주는 

뉴욕주의 550,000명 이상의 CDL 소지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장기적인 조치로는, 운전자에 대한 훈련과 면허 발급을 해결하기 위한 변경 조치와 

버스 운전 직종에 대한 광범위한 채용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와 공공 보건 관료들은 올해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학교가 학생들을 학교로 통학시킬 수 있는 적합한 버스 서비스를 확실히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스쿨버스 기사 부족이 뉴욕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버스 기사 부족을 겪는 교육구들을 돕기 위해 각 부서의 재량 하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동원하고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가능한 많은 유자격 운전기사들을, 가능한 

신속히 모집할 수 있도록 뉴욕주 각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각 기관에게 CDL 운전기사들이 스쿨버스 기사가 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다조직 간 채용 노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운전자들을 조사한 뒤, 그들의 정보가 운전기사를 찾고 있는 각 지역 교육구에 

공유됩니다. 그들 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관심있는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이러한 명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를 통하여 현재 실직 

중인 운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스쿨버스 기사가 되는 

관심있는 개인을 더 많이 찾기 위하여 경찰, 소방관, 군, 운전기사를 훈련하는 기타 

조직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상업용 운전 면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DMV는 면허 시험과 주행 시험 사이의 14일 대기 기간을 없앰으로써 CDL 

완료 과정을 향상하고 더욱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운티가 운영하는 DMV와 협력 

증진을 통하여, 뉴욕주는 또한 필기 시험과 주행 시험을 주관하는 역량을 증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는 주행 시험을 위해 각 기관의 다양한 시험장에 있는 넓은 부지를 사용하도록 

SUNY,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뉴욕 레이싱 협회(Racing Association), 

일반 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과 협력하여 새로운 CDL 운전 시험 장소를 

개장합니다. 현재 CDL 소지자인 학교 직원의 경우, 뉴욕주는 밴과 버스를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급행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스쿨버스 운전기사들을 채용 및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될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안적인 면허 

주관사와 기사 훈련 및 채용을 돕기 위한 다른 주정부 기관들과 확대된 협력관계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광범위한 스쿨버스 기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도록 각 학교에게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착수 및 근속 

보너스, 운전기사에게 혜택 확대, 전국적으로 치열한 시장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각 학교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교육구는 이러한 기금의 상당 비율을 주정부에서 

환급받으며, 지역 차원에서 전체 비용을 흡수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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