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 차로 허가증 신청서
회사 이름
주소
시
전화(

)

담당자 이름

다음의 급행 차로 사용 용도:

Gowanus

LIE

다음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모든 차량 번호판 번호 목록(회사 공식 서신 양식에 작성)
뉴욕주 버스 면허가 명시된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 정책 또는 차량 보험 증명서 사본
(증명서와 등록증을 세트로 제출)
운영 인가증(뉴욕주 교통국(NYS DEPT. OF TRANSPORTATION) 발급)
운영 인가증(주간 통상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발급)
운영 인가증(주 외 운영 당국 발급)
앰뷸렛 또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운영 인가증(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NYC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발급)
운영 인가증(뉴욕주 교통국 발급)
운영 인가증(주간 통상 위원회 발급)
각 차량에 대한 현재 TLC 운전 서비스 차량/준차량 허가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 정책 또는 차량 보험 증명서 사본

(정자체 이름)
날짜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ermits & Customer Service
30-30 Thomson Avenue, 2n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T: 646-892-1429
www.nyc.gov/dot

(신청자 서명)

필수 서류
급행 차로 허가증 신청서

모든 신청자:
회사 공식 서신 양식에 작성한 급행 차로를 사용할 차량 번호판 번호 목록

버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차량, 다음 서류의 사본:
1.

뉴욕주 교통국, 해당 주 외 운영 당국 또는 주간 통상 위원회가 발급한 운영 인가증

2.

뉴욕주 버스 번호판 또는 주 외 버스 번호판이 명시된 각 차량의 현재 등록증

3.

모든 차량에 대한 현재 보험 증권 보장(차량 정책 또는 개별 보험증을 등록증과
세트로 제출)

4.

운전석을 제외하고 각 차량의 최소 16인용 좌석 보유 사항 증빙(등록증상)

5.

각 차량의 좌석 수가 해당 운영 당국에서 명시한 좌석 수에 부합한다는 증빙(등록증 및
운영 인가증상)

앰뷸렛 또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다음 서류의 사본:
1.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 뉴욕주 교통국 또는 주간 통상 위원회에서 발급한 운영
인가증

2.

각 차량의 현재 등록증

3.

모든 차량에 대한 현재 보험 보장(차량 정책 또는 개별 보험증을 등록증과 세트로 제출)

4.

모든 차량에 대한 현재 TLC 운전 서비스 차량/준차량 허가증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ermits & Customer Service
30-30 Thomson Avenue, 2n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T: 646-892-1429
www.nyc.gov/d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