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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V 보관 FAQ - 일시적 절차 

1. 라이센스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TLC 웹사이트에서 FHV TLC 보관 양식을 
프린트하여 섹션 1, 2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완료하고 서명한 양식을  
licensinginquiries@tlc.nyc.gov에 이메일로 전송하십시오. 차량 라이센스가 보관되었을 
때 확정 알림을 받을 것입니다.  

 
2. DMV 오피스가 영업하지 않습니다. TC 번호판을 어떻게 반환합니까? 
모든 NYS DMV 오피스의 폐쇄로 인하여 TLC 번호판이 있는 차량의 개별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승객 번호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DMV가 오피스를 
다시 열 때까지 TLC에서 발급한 DMV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으며, DMV가 영업을 
재개할 시 차량의 승객 번호판을 반환 및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관 양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임대 차량(FHV)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 중 적발될 경우, 소환 조치 및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소유 차량은 즉시 우편을 통해 번호판을 
반환하고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TLC에 FS-6 사본을 전송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DMV에 번호판을 반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이 곳을 클릭하거나 DMV 
웹사이트인  https://dmv.ny.gov를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90일 이후, 
새로운 TC 번호판을 획득하고 라이센스를 재활성화할 방법에 대해 알림을 받을 
것입니다. 

 
3. 질문: FHV 라이센스를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차량 라이센스를 보관하는 것은 완전히 선택적입니다. 

 
4.  질문; 데칼을 제거하려면 Woodside를 방문해야 합니까?  
답변: COVID-19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도지사의 정책에 따라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 리겠습니다. 

 

5. 질문: TC 번호판을 반환한 후, 보험사로부터 환불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번호판 반환 전에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에 대한 환불 및 배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6. 질문: 주 외 또는 맞춤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가까운 DMV 오피스에 연락하여 번호판 반환 또는 맞춤 번호판 보관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7. 질문: 만약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TLC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TLC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8. 질문: 라이센스를 보관하는 데 TLC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답변: 부과되지 않습니다. 

 
9. 질문: 데칼을 제거하고 FHV TLC 보관 양식을 완료한 사실을 어떻게 TLC에 
고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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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관 양식을 완료하면, 귀하는 해당 차량에서 모든 TLC 데칼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10. 질문: 라이센스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나요? 
답변: 9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11. 질문: FHV 라이센스를 몇 회 보관할 수 있나요? 
답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2. 질문: 90일이 경과한 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13. 질문: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관한 라이센스를 되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라이센스가 해제됩니다. 

 
14.  질문; 보험금 납부를 중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귀하의 보험 회사와 귀하가 번호판을 받은 주(State)의 DMV에 연락하여 
보험금 납부를 중지하면 어떻게 될지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만약 개인 
소유자이며 현재 승객 번호판을 획득할 수 없어 TC 번호판을 반환할 수 없고 기타 
개인적 사용으로만 차량을 필요로 한다면 차량의 TC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Q #2를 확인하십시오). 

 
15. 질문: 보험이 종료되어 번호판을 반환했지만, 이를 TLC예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귀하의 라이센스가 종료되며, 이후 60일 동안 번호판 이전 절차를 통해 
라이센스를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6. 질문; TC 번호판의 DMV 등록을 유효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까? 
답변: DMV에 번호판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차량이 보관 상태인 동안 유효한 DMV 
등록은 TLC 필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차량의 TC 번호판을 유지하며 차량을 
개인적인 이유로만 사용한다면 귀하의 DMV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7. 질문;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답변: 번호판을 DMV에 반환한다면, 차량이 보관 상태인 동안 보험은 TLC 필요 사항 
이 아닙니다. 만약 차량의 TC 번호판을 DMV에 반환하는 대신 유지하고 개인적 용도 
로만 차량을 사용한다면, TLC 필요 사항에 따라 귀하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8. 질문: 원한다면 90일이 경과하기 전 차량 라이센스 보관을 종료해도 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90일 경과 전 어느 시점에서든 차량 라이센스의 보관을 
종료할 수 있으나, 종료 후 다시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19. 질문: 차량 라이센스의 보관을 종료하고 새로운 TLC 데칼을 획득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TLC 번호판 이전($25) 및 새로운 TC 번호판(DMV 등록, 세금 및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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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관 검사 일정을 잡은 후, 해당 검사에서 차량에 TLC 
데칼을 부착할 것입니다.   차량 라이센스 보관 종료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히 
안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