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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운전자들에게 옐로우 WAV로 

휠체어 우대 운행에 대해 추가 1달러를 지급합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New York City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LC)는 Medallion 택시 운전자들에게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옐로우 택시) 차량(WAV)으로 제공하는 모든 운행에 대해 추가 1달러를 

지급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인상은 운전자에게 

지급되었던 운행당 50센트의 두 배입니다.  승객들은 앞으로도 미터 요금에 

동일하게 30센트의 택시 개선 기금(Taxi Improvement Fund, TIF) 부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Meera Joshi 국장은 “전문 운전자들은 장애인들에게 뉴욕시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향상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직속 장애인 담당실(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실장 

Victor Calise은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이러한 중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면한 TLC 면허 소지자들에게 보다 큰 재원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이 인센티브는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운전자 풀을 늘이고 휠체어 지원 가능 

택시의 수를 증기사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서 우리 시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또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IF는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6년부터 택시 운전자와 소유주들에게 재정적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 올 한해 150만 달러 이상을 포함해 2016년 1월부터 휠체어 지원 

가능한 택시 운전자들에게 6백만 달러의 TIF 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휠체어 지원 가능한 택시 소유주들은 2016년 1월부터 TIF 기금을 

통해 3천 4백만 달러를, 2018년 1월부터 450만 달러 지급 받아 차량 

구입비와 더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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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부로, 2,123명의 택시 소유주를 비롯해 4,285명의 TLC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이 TIF 기금 수령을 위해 등록했습니다. 

 

•  운전자들은 2주마다 평균 90달러를 택시 개선 기금으로부터 

수령했습니다. 

 

택시 개선 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운전자는 

http://www.nyc.gov/html/tlc/downloads/pdf/tif_driver.pdf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이 1달러 기금은 미터 요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1971년에 설립된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New York City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LC)는 이 업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택시, 임대용 차량, 그 운전자 및 

사업체에 대한 규제 및 면허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에서 최대 규모이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택시 및 임대 차량 규제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LC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거나 해당 규칙, 규정 및 절차를 검토하시려면 저희 공식 

웹 사이트 www.nyc.gov/taxi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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