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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DMV 인가를 받은 운전강습소가 이제 면허취득 과정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
NYS DMV는 운전강습소를 대상으로 지침을 발표하여 줌, 웹Ex, 고 투 미팅, 스카이프 등

안전한 기술을 활용해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
원격 학습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전 학습 과정에 대한 수요 충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인가를 받은 운전강습소가 이제 면허취득 과정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사태로 인해 주 전역의 운전강습소는 학생들에게
5시간으로 구성된 면허 취득 과정(Pre-Licensing Course)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전자 교육에 대한 수요를 안전하게 충족하기 위해
뉴욕주 차량관리부는 운전강습소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줌(Zoom), 웹Ex(WebEx), 고
투 미팅(Go To Meeting), 스카이프(Skype)와 같은 확립되고 안전한 기술을 사용하여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노멀에 맞는 조치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과정 등 특정 서비스 운영 방법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과정이 필수적이며, 운전강습소에서 이 과정을 원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
참가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교육 과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가를 받아 교육을 진행할 권한이 있고 원격 학습 기술을 활용해 과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DMV 인가 운전강습소는 다음 조건 하에서 즉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강습소는 원격 학습을 실시하기 전 DMV의 인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춘 강사를 한 명 이상 고용하기
위해서 유효한 인가를 사전에 취득해야만 합니다.
2. 교육 과정은 화상을 통해 사전 인가를 받았으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강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강습소의 화상 수업에서는 가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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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되, 마치 일반적인 강의실 수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강사와 학생
간의 일대일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강사 없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미리 등록하고 임시 면허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강습소는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여 과정 수강 자격이 있는 학생인지 보장하고 면허에
기재된 학생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운전강습소는 사업장에서 대면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지역
관할권에서 발행한 모든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가 요구하는 운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시 강습소는 학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술 관련 의무 사항 등
학생에게 과정 수강 및 완료를 위해 필요한 필수 사항을 설명하는 지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강사가 MV-278 교육 과정 수료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DMV의 인가를 받은
면허 취득 과정 커리큘럼(Pre-Licensing Course Curriculum) 및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운전강습소는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운전 강습소 등록
시점 및 과정 전반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었고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학생에게만 과정 수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정 수료에 맞추어,
강사가 서명한 증명서가 DMV 도로 주행 시험을 예약하기 전 학생이
서명해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면허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원격 학습 과정에는 강의실 승인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장소는 반드시 주의를 분산하는 것이 없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원격 학습 과정의 경우 학습
방법 및 과정을 진행한 강사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원격 학습을 활용하는 강습소 및 강사는 상술한 기준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운전강습소, 운전강습소 강사,
면허 취득 과정을 관리하는 모든 법, 규정,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법, 규정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운전강습소 인가 및 강사 면허가 일시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기타 불만 사항은 DriverTrainingProgram@dmv.ny.gov 또는 (518) 473-7174,
옵션 #3번으로 DMV 운전강습소 관리부(Driving School Unit)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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