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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차량 

점검 가이드 
 

FHV 점검 가이드 

 

 

 

 

 
지참해야 하는 항목은? 

통과하지 못하면?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체크리스트, TLC 필수 항목: 

점검 체크리스트, DMV 필수 

항목(500마일 이상의 차량인 경우): 

 

 

NYC Taxi & Limousine Commission 
Safety & Emissions Division 

24-55 BQE West 
Woodside, NY 11337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nyc.gov/ 

tlcinspections  
 



KOREAN 

 

일반 정보: 

1. TLC 안전 및 배기가스 분과(TLC 

Safety & Emissions Division) 

주소: 

24-55 BQE West  

Woodside, NY 11377 

 

2. 신규 FHV 면허를 신청하셨습니까? 

TLC가 임대 차량 면허 

신청서(온라인 또는 서류)를 

승인하면, TLC 점검 시일이 기재된 

예약 서한(Appointment Letter)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차량이 TLC 

점검을 통과할 때까지 차량 면허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3. 현재 FHV 면허상 차량을 

변경하십니까?  

 

4. TLC 점검 통과를 위해 4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차량이 첫 번째 

점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첫 번째 

점검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 

점검을 통과할 추가 3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임대 차량 점검 가이드 

점검 시 지참해야 할 항목은? 

점검 시 다음의 모든 항목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지참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차량 점검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1. 차량 등록증. 

 

2. 유효한 TLC 운전면허증 또는 주 

운전면허증. 

 

 

예약된 점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된 점검 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소속 기지에서 새 

예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한 

예약은 첫 시도로 간주하며 세 번의 

시도만 남게 됩니다. 

 

 

 

차량이 점검에서 DMV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귀하에게 

제공되는 차량 점검 보고서에 TLC 점검관이 

파악한 DMV 결함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수정한 후 점검 

보고서(Inspection Report)에 기재된 운영 

시간 동안 TLC 점검 시설(TLC Inspection 

Facility)에 재방문하십시오. 재점검을 

위해서는 예약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이 점검에서 TLC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점검에서 DMV 부분을 통과하고도 

TLC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가 발부됩니다.  

이 위반 통지서에는 TLC 점검관이 파악한 

TLC 결함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TLC 소환장 발부를 피하시려면,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 기일 전에 이러한 

결함을 수정한 후 점검 보고서에 기재된 운영 

시간 동안 TLC 점검 시설(TLC Inspection 

Facility)에 재방문하십시오. 재점검을 

위해서는 예약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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