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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재개관하는 

코니아일랜드 차량 관리부 사무소 (CONEY ISLAND DMV OFFICE)에 대해 발표 

 

개선된 사무소 배치, 새로운 간판, 와이파이가 포함된 의미있는 개보수 및 업그레이드 

 

주지사의 차량 관리부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DMV Customer Service Initiative)의 최신 

성과인 차량 관리부 사무소 (DMV Office) 개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코니아일랜드 차량 관리부 사무소 (Coney Island DMV Office)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광범위한 개보수 공사를 거쳐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 차량 관리부 사무소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Office)를 공식 재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재개관은 

폭풍으로 인해 2 피트 아래 물 속에 잠겼던 코니아일랜드 차량 관리부 사무소 (Coney 

Island DMV office)가 완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무소는 이제 주요 현대화 노력 및 

Cuomo 주지사의 차량 관리부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DMV Customer Service 

Initiative)의 일부와 일치하는 중요한 고객 서비스 개선 업무에 주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보수 공사는 광역 코니아일랜드 지역사회를 

위한 핵심 자원을 개선하는 것이며 뉴욕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구축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코니아일랜드 차량 관리부 사무소 (Coney 

Island DMV office)는 보다 많은 편의 시설,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현대화하려는 이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차량 관리부 사무소 (DMV office)는 코니아일랜드 비치와 보드 워크에서 약 한 블록 반 

정도 떨어진 브루클린의 2875 W. 8th Street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매년 

20만 건이 넘는 고객 업무를 처리하는 뉴욕주에 소재한 5곳의 가장 바쁜 차량 관리부 

사무소 (DMV office) 중 한 곳입니다. 이 사무소의 재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Hochul 

부지사는 행사장에서 기조 연설을 한 후 다른 주 및 지방 공무원들과 합류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MV_kiosk_checkin.pdf


새롭게 개선된 코니아일랜드 차량 관리부 사무소 (Coney Island DMV office)에서 발표 

중에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량 관리부 사무소의 감독을 맡았던 

전임 카운티 서기 (County Clerk)로서, 저는 운전자에게 긍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는 여기 코니아일랜드에서 엄청난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긍정적인 무언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향상된 상황 하에서, 차량 관리부 

(DMV)는 이제 이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뉴욕주 기관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관리부 사무소 (DMV office)는 2012년에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심하게 침수되어 거의 삼주 동안 폐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소의 

문서, 가구, 벽, 석고보드의 대부분은 침수로 망가지고 모래로 뒤덮혔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후, 차량 관리부 (DMV) 직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신분증명서나 

토지 권리 증서를 잃어버린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해 구호 센터 (Disaster Relief 

Centers)에서 근무했습니다.  

 

2차 개보수를 완공하기 위해, 사무소는 2016년 말에 폐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된 개보수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및 외부 벽 석고 보드 수리, 

 

 카페트, 전기 배선, 네트워크 데이터 배선 교체, 

 

 손상된 목공제품 및 캐비닛 수리, 

 

 사무실용 신규 의자 및 기타 가구 구입.  

개보수 외에도, 건물 자체를 21세기 차량 관리부 (DMV) 고객을 위해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했습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이제 뉴욕주에서 가장 큰 차량 관리부 (DMV) 비디오 

메시지 보드, 새로운 간판, 추가 비디오 스크린, 와이파이, 향상된 좌석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욱 향상된 차량 관리부 (DMV)의 고객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테스트 스테이션 및 테스트 룸의 효율성, 해당 기관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Customer Service Initiative)을 따르는 더욱 효율적인 “U”자 모양의 카운터, 향상된 고객 

워크스테이션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라이센스를 신청한 신청자는 이제 

사무소의 한쪽 끝에서 라이센스 발급 과정을 거쳐 사무소의 다른 쪽 끝에서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객이 경험한 이리저리 왔다갔다해야 하는 불편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대표하는 워크스테이션에서는 고객 업무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으며 두 곳의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해 고객은 어떠한 도움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테스트 룸 또한 능률적으로 변모하여 차량 

관리부 (DMV)의 최근 LEAN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CDL (Commercial Driver's License) 



및 기타 운전자들을 위한 새로운 자동 테스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보수 비용은 이 지역의 뉴욕주 장기 임차 조건으로 10년 임대 갱신율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뉴욕주는 공사 경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Cuomo 주지사의 차량 관리부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DMV 

Customer Servi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DMV가 온라인과 사무실 

현장 모두에서 뉴욕 주민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코니아일랜드 사무소에서 개선된 사항들은 통부 (DMV)의 미드타운 맨해튼, 라이센스 

익스프레스 (License Express), 포트 제퍼슨, 용커스 사무소 등지에서 이미 수행된 

개보수 결과의 모양 및 느낌과 일치합니다. 

 

코니아일랜드 사무소 또는 다른 차량 관리부 사무소 (DMV office)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고객은 dmv.ny.gov에서 수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Terri Egan 차량 관리부 (DMV)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니아일랜드 

사무소는 브루클린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차량 관리부 (DMV) 장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공개하게 되어 저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은 

차량 관리부 (DMV)를 21세기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 전 지역의 차량 관리부 

(DMV)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이 기관을 뉴욕주 운전자들의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니아일랜드의 주민들과 

기업들은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가 몰아치는 동안 황폐해졌지만, 우리는 

더욱 강하게 재건과 재건을 반복하여 지속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의 

투자 덕분에 코니아일랜드 차량 관리부 (Coney Island DMV)는 업무를 위해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으로 파괴된 지역사회에 대한 이 투자는 코니아일랜드가 사업을 

위해서 열려있다는 메세지를 다른 기업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Pamela Harri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 

이후, 우리 지역사회는 여전히 재건 및 복구 중입니다. 따라서 코니아일랜드 차량 관리부 

사무소 (Coney Island DMV office)의 개보수 공사의 완공은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 새 

사무소는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기 브루클린 주민들을 위해 보다 향상되고 

능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Mark Treyger 뉴욕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접근하기 쉽고 고객 친화적으로 

변모한 차량 관리부 (DMV)는 모든 이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허리케인 샌디 (Hurricane Sandy)의 피해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이웃을 

돕고, 차량 관리부 (DMV)를 보다 쉽고 빠르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https://dmv.ny.gov/


RoAnn M. Destito 뉴욕주 일반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니아일랜드의 차량 관리부 사무소 

(DMV office)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개관되며, 개선되었고, 장기 임대 계약 하에 

현재와 미래의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일반서비스국 

(OGS)은 부동산 소유자와 협력하여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님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Customer Service Initiative) 하에 더욱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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