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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현역 근무중인 병역 구성원의 배우자를 위한 전문직 자격증 발급 신속 

처리 법안에 서명 

 

법안은 다른 주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식해서, 뉴욕주로 전근해 오는 현역 근무 중인 병역 

구성원의 배우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른 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현역 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 자격증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법안은 군인가족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과도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인공적인 장벽을 철폐하고, 뉴욕주에서 군인의 배우자를 위한 더 많은 취업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 정책에 서명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불필요한 이 관료적 형식주의를 일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 (A.4394-A/S.2947-A)은 자격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요구하고, 신청서가 계류 

중인 동안에 군인 배우자가 임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로 전근하면서, 다른 주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요구사항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한, 미합중국 군대, 주방위군 또는 예비군 현역 병력의 배우자를 위해서 

SED (뉴욕주 교육부)가 감독한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 발급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뉴욕주 교육부에게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또한 완전한 자격증을 발급받는 

신청서가 계류 중인 동안 즉시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군인 배우자들에게 임시 

자격증을 SED가 제공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격증 발급 절차는 모든 SED 허가 전문직종,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엔지니어,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 가족들은 다른 직종의 가족들보다 

10회 이상을 - 전문직 자격증에 다른 규칙과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주의 경계선을 넘어서 

-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 부양을 돕기 위해서 군인 배우자가 일자리를 얻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Fort Drum의 최고 지도자들과 국방부 

관료들과 저는 훈련과 경험이 풍부한 군 병력 구성원들을 재입대시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핵심 도구로 볼 수 있는 이 조치가 통과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우리 



군 병력과 그 가족들은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전근된 곳의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을 쉽게 처리해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Felix W. Ortiz, 뉴욕주 하원의장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 조직을 위해 한 

명의 참전용사이자 전사로서, 저는 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도록 주지사님께서 오늘 

서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전에는 닫혀있었던 전문직종 

일자리의 기회를 군인 배우자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군인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군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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