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공지 #18-11  

  즉시 배포용 

 

1년간 신규 FHV 차량 면허 발급 불가 

 

오늘 오후, 뉴욕시 의회는 택시 및 임대 차량을 관리하는 지방 법 수정을 

승인했습니다.  추후 이 새로운 법과 이 법이 TLC 면허 소지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 법에 서명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될 한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를 즉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규 FHV 차량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현재 FHV 차량 면허 소지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변경 사항은 법안 발효 전에 접수된 신규 FHV 차량 신청 건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변경이 TLC 면허 소지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TLC 면허를 소지한 운전사입니까?  이번 변경은 귀하의 운전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변경은 신규 FHV 차량 면허 신청에 국한됩니다.   

• 신규 TLC 운전면허를 신청할 예정입니까?  이번 변경은 귀하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TLC는 계속해서 신청을 접수, 승인할 것입니다.   

• TLC 면허가 있는 FHV 차량 소유주입니까?  이번 변경은 귀하의 차량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귀하는 면허를 갱신하고 당국의 표준 차량 요건을 충족하는 새 차량으로 

현재 차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법안 발효 후 신규 FHV 차량 면허 

신청자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 이미 신규 FHV 운전면허를 신청하셨습니까?  이번 변경은 귀하의 신청 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TLC는 귀하의 신청을 검토한 후 표준 차량 면허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 법안 발효 후 신규 FHV 차량 면허 신청을 하고 싶으십니까?  차량이 휠체어 이용 

차량이라면 신규 FHV 차량 면허를 신청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 FHV 차량 면허를 신청하면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차량 이용을 

원하십니까?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귀하의 기지에서 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이 

발효된 후에는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기지 확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옐로우 택시, 통근 밴, 파라트랜싯 차량의 소유주이십니까?  이번 변경은 귀하의 차량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변경은 신규 FHV 차량 면허 신청에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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