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트럭과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발표  

  

제안서, 제3자가 상업용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1월 26일 공청회,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장벽을 없애고 신규 CDL 보유자를 위한 경로를 만들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 기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상업용 운전면허(CDL) 신청자에 대한 도로 주행 시험의 

가용성을 대폭 확대하여 트럭 및 버스 운전사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제3자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도로 주행 시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 전체에 걸쳐 더 많은 도로 주행 시험 장소를 구축하고 기존 국영 

시험소에 용량을 확장하여 자격을 갖춘 CDL 운전자를 도로에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자동차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기 위해 1월 26일 수요일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WebEx를 통해 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DMV 담당자의 간략한 소개 후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서면 의견서는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CDLThirdPartyTesting@dmv.ny.gov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과 계속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주와 국가의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자가 트럭과 버스 운전사를 위한 도로 주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이 흥미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으며, 필수적인 

물품들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도착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DMV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상용 차량을 보유한 다른 주 기관과 당국이 CDL 

도로 주행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이니셔티브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의 개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자격이 있는 민간 법인이 

포함됩니다. DMV는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여 유자격 CDL 강사가 주 및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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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수하여 도로 주행 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DMV는 

공청회 기간 동안 수집된 의견을 활용하여 이행 계획을 평가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DMV의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MV는 유자격 트럭과 

버스 운전기사를 도로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청회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자격 제3자가 CDL 도로 주행 시험을 제공하여 뉴욕 시민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필수적인 차량을 운전하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새로운 제안은 Kathy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주정부가 장벽을 없애고 더 많은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일부입니다. 지난 9월 Hochul 

주지사는 스쿨 버스 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국가 기관이 내놓은 다양한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DMV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허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 사이의 14일의 대기 

기간을 없애 CDL을 획득하는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주 정부는 또한 도로 주행 시험을 

관리하고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DMV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필기 시험을 위한 테스트 

용량을 늘렸습니다.  

  

또한 뉴욕은 다양한 시험장에 있는 넓은 부지를 사용하도록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뉴욕 레이싱 협회(Racing Association), 일반 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과 협력하여 새로운 CDL 운전자 시험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뉴욕주는 기존 

CDL을 소지하고 있는 학교 교직원을 위해 밴과 버스를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급행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https://dmv.ny.gov/commercial-drivers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DMV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dmv.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DMV를 

팔로우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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