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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RENEWAL INSTRUCTIONS & REQUIREMENTS / 차량 

갱신 지침 정보 및 요건 
 

이 양식에서는 TLC 차량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한 정보와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아래의 설명에 
따라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 중 차량을 바꾸십니까? 갱신 중인 차량 면허증에 연결된 차량을 교체하려면 다음의 지침 정보를 따라 여기에서 TLC 차량 
이전을 완료하십시오. 

갱신 신청서 제출 날짜: 
• 갱신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면허증이 만료되기 전 갱신 면허증은 취득하려면 모든 갱신 요건은 면허증 
만료일로부터 최소 삼십(30)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o 참고: 면허증 만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로 제출된 갱신 신청서는 면허증이 만료되기 전 
처리/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않은 차량 면허증은 모든 갱신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육십(60)일이 주어집니다. 모든 
갱신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TLC에서 제출하고 이를 처리 및 승인할 때까지 차량 면허증은 만료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o 갱신 연체의 경우 연체료 25달러($25.00) 청구 통지서를 발송하며, 연체료는 L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만료일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갱신이 완료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됩니다. 

필요한 서류: 
• 현재 보험증(FH-1), 만료된 경우 현재 사본이 요청됩니다. 
• 현재 보험 책임 증명서 보험 보장 수준을 보여 주는 증명서로, 보험 회사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최소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뉴욕주(NYS) 외 지역에서 차량을 등록한 경우, 현재 DMV 등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보조 교통 기관 및 통근 밴 면허증 갱신 시 뉴욕주 교통부 조사 보고서(MC300)의 양쪽 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반드시 현재 양식이어야 하며, 양식의 날짜 기준으로 일(1) 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갱신 신청서가 다 작성되지 않으면 TLC는 충족되지 않은 요건/문서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합니다. 
연락처는 LARS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방법 
• 모든 주차, 교통 및/또는 TLC 위반 딱지에 대한 미지불된 모든 벌금 납부  
• LARS를 통해 모든 면허증 갱신 수수료 납부 

o 모든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TLC는 수수료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한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위를 참조)를 TLC UP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o 참고: 모든 갱신 수수료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필수 서류가 승인되면, TLC는 차량 검사 날짜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o 검사 날짜/시간, 확인 이메일도 TLC 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참고: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TLC에서 제출하고 승인할 때까지 검사 일정은 잡히지 않습니다. 

• 차량 검사를 통과하면, 해당 차량 면허증이 갱신됩니다. 
o 다른 TLC 차량 검사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차량 검사.를 방문하십시오. 

갱신 수수료: 
• 550달러($550.00) 차량 갱신 수수료(non-WAV / 휠체어 이용 가능 차량 외) 

o WAV / 휠체어 이용 가능 차량은 위의 차량 갱신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아래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75달러($75.00) 검사 수수료, 오백(500)마일 이상의 차량에 적용됨. 
o Paratransit / 보조 교통 기관 및 Commuter Van Licensees / 통근 밴 면허 소지자는 75달러 검사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o 갱신 시 차량에 대한 SHL 허가증이 있을 경우, SHL 허가증 소유자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한 800달러($800.00) CMVT(영업용 자동차세). 
참고: 모든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예외 없음. 

중요 알림: TLC 면허를 갖춘 서비스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해당 차량이 활성화된 TLC 면허 베이스 또는 당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https://www1.nyc.gov/site/tlc/vehicles/vehicle-transfer.page
https://www1.nyc.gov/site/tlc/vehicles/vehicle-transfer.page
https://www1.nyc.gov/lars/
https://www1.nyc.gov/assets/tlc/downloads/pdf/veh_insurance_req.pdf
https://www1.nyc.gov/lars/
https://www1.nyc.gov/lars/
https://www1.nyc.gov/lars/
https://a156-nauf.nyc.gov/tl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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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nyc.gov/site/tlc/vehicles/vehicle-inspections.page
https://www1.nyc.gov/site/tlc/vehicles/vehicle-inspection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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