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한국어 

 

CREDENTIAL REPLACEMENT / 자격증 교체 
이 양식 및 추가 정보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yc.gov/tlc 

본 양식은 교체 자격증을 요청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TLC 교체 자격증은 이전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자격증에 손상이 
생길 경우 또는 사진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면허 소지자 이름이 바뀌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을 제출하기 전 자격증 
교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본 신청서는 TLC 웹 사이트에서 예약해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hoto Update / 
사진 업데이트 

TLC 운전면허증 사진을 업데이트하십시오. NY 외 다른 지역 면허 소지 운전자의 경우에만 해당, 
NYS 면허 소지자는 TLC 웹 사이트에 있는 NY주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교체 TLC 면허는 
Long Island City 사무실에서 발급되며, 기존 TLC 면허는 반납해야 합니다. 
자격증 사진 업데이트에 25달러($25.00)의 비용이 듭니다.  

TLC 운전면허증 번호 이름(정자체로 작성) 서명 날짜(mm/dd/yyyy) 

 
□ Replacement / 
교체 

자격증 분실, 도난, 손상, 훼손 또는 압수 등이 발생할 경우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적이 없을 
경우 교체 자격증을 요청하십시오(TLC 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됨). 
자격증 교체에 25달러($25.00)의 비용이 듭니다. 

□ 분실 □ TLC 운전면허 번호 □ SHL 요금 카드 

□ 도난   

□ 손상/훼손 □ FHV 스티커(FHV 운전면허 번호 작성) □ 주석 메달리온 
□ 압수   

□ 스티커 교체 
  

□ SHL 허가증 번호(무료) □ 메달리온 요금 카드(무료) 
□ 우편 분실 

(운전면허증만) 
  

이름(정자체로 작성) 서명 날짜(mm/dd/yyyy) 

 
□ Name Change / 
이름 변경 

법적으로 이름 변경을 완료한 후 TLC 운전면허증 및/또는 서비스 차량(FHV) 면허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적 이름 변경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변경 이후 자격증을 교체하려면 25달러($25.00)의 비용이 듭니다. 

TLC 운전면허 FHV License(스티커, 블루 스티커, 다이아몬드) □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필수) 

□ 이름 변경 신청서 
□ 혼인 증명서 
□ 이혼 서류 
□ 귀화 증명서 
□ 새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 영주권 카드 I-551 
□ 미국 취업 허가 카드 
□ 사회 보장 카드 

(번호가 바뀐 경우) 

이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 TLC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부터 제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X 
본인의 문서/ID 카드에 나타난 이름과 정확하게 동일한 이전 이름을 정자체로 

작성하십시오. 

X 
본인의 문서/ID 카드에 나타난 이름과 정확하게 동일한 “새” 이름을 정자체로 

작성하십시오. 

이름(정자체로 새 이름 작성) 서명(새 이름) 날짜(mm/dd/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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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m/dd/yyyy) Processed by: 

http://www.nyc.gov/tlc
http://www.nyc.gov/tlc


Korean/한국어 
설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아래의 자격증 요건 체크리스트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Long Island City 사무실로 이 서류를 
제출하려면 TLC 웹 사이트에서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우편환은 “NYC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또는 “NYC TLC”로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TLC 운전면허증 사진 업데이트: 
뉴욕주 외 다른 지역 면허 소지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뉴욕주 면허 소지자는 TLC 웹 사이트에 
있는 뉴욕 면허 소지자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TLC 
운전면허증 사진을 업데이트하려면 TLC의 Long Island 
City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진을 촬영한 
후 사무실에서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전 TLC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이 필요합니다. 

 
□ 작성 완료된 자격증 교체 신청 양식. 
□ 기존 TLC 운전면허증. 
□ 25달러($25.00), 체크/신용 카드 또는 우편환으로 
결제 가능,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TLC 운전면허증 교체: 
TLC 운전면허증의 분실, 도난, 손상, 훼손 또는 압수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신규 TLC 
운전면허증은 TLC Long Island City 사무실로 자격증 
교체 신청 양식을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아래 사항이 
필요합니다. 

 
□ 작성 완료된 자격증 교체 신청 양식. 
□ 면허 소지자의 사진이 있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주 외 다른 지역 운전사는 
TLC 자격증 교체를 요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의 DMV 기록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주의: 뉴욕주 차량국(DMV) 임시 운전면허증을 
제공할 경우, 추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25달러($25.00), 체크/신용 카드 또는 우편환으로 
결제 가능,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람: 수령되지 않은/“우편 분실” 가능성이 있는 
TLC 운전면허증 교체는 다음의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 TLC에서 면허증을 발송한 날짜 이후로 최소 
십(10)일이 지났으며 그리고 

• TLC에서 면허증을 발송한 날짜 이후로 
육십(6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차량(FHV) 스티커 교체: 
TLC 스티커를 읽을 수 없거나 제거되어 
“void(무효)”라는 단어가 표시된 경우, 교체 스티커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창을 교체할 
경우, 교체 스티커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이 필요합니다. 

 
□ 작성 완료된 자격증 교체 신청 양식. 
□ 차량 소유자의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본 

□ 대리인을 사용할 경우, 작성이 완료되고 공증된 TLC 
“위임장” 양식, 및 대리인의 사진이 있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 25달러($25.00), 체크/신용 카드 또는 우편환으로 
결제 가능,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SHL 허가 및 요금 카드 / 메달리온 요금 카드 및 주석: 
□ 작성 완료된 자격증 교체 신청 양식. 
□ 소유자의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 대리인을 사용할 경우, 작성이 완료되고 공증된 TLC 
“위임장” 양식, 및 대리인의 사진이 있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 기존 메달리온 요금 카드(메달리온 주석 
교체) 

□ 해당하는 경우, 25달러($25.00), 아래 요금 참조, 
체크/신용 카드 또는 우편환으로 결제 가능,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스트리트 해일 리버리(SHL) 허가증 -- 무료 
• 스트리트 해일 리버리(SHL) 요금 카드 -- $25.00 
• 메달리온 요금 카드 - 무료 
• 주석 메달리온 -- $25.00 

 
 

TLC 운전면허증 및/또는 서비스 차량(FHV) 면허증 이름 
변경: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후 TLC의 Long Island City 
사무실에서 TLC 자격증(운전면허증 및 차량 면허증 중 
해당하는 면허증)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신규 
자격증은 LIC 사무실에서 발급됩니다. 아래 사항이 
필요합니다. 

 
□ 작성 완료된 자격증 교체 신청 양식. 
□ “새” 이름으로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그리고 
다음 중 하나(새 이름으로 발급된 것): 

□ 이름 변경 신청서 
□ 혼인 증명서 
□ 이혼 서류 
□ 귀화 증명서 
□ “새”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 영주권 카드 I-551 
□ 미국 취업 허가 카드 서비스 차량 면허 

이름 변경에도 아래 사항이 필요합니다. 
□ 새 이름으로 차량 등록 및 
□ 새 이름으로 된 FHV 보험. 

□ 25달러($25.00), 체크/신용 카드 또는 우편환으로 
결제 가능,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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