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LARS)
면허 신청 갱신 및 소환장

NYC.GOV/LARS(LARS)는 신청 시작, 수수료 결제, 면허 정보 업데이트 및 소환장 처리를 위한
빠르고, 쉬운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안내서는 LARS 사용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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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차량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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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합의 처리 방법

4페이지

1.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소환장/합의
(Summonses/Settlements)’를 선택합니다.
특정 면허 번호에 대해 공개되어 있는 모든 소환장/
합의를 보려면 ‘옵션 1(Option 1)’ 섹션으로 이동하여
1.A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특정 소환장/합의를 번호별로 찾으려면 ‘옵션
2(Option 2)’ 섹션으로 이동하여 1.B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1.A 옵션 1 — 면허 번호별 검색
1.A.1 면허 종류(예: 운전)를 선택합니다.
1.A.2 면허 번호, 면허 유효 기간 및 소셜시큐리티번호
(SSN) 마지막 5자리 또는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입력하십시오.
1.A.3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라는 문구
옆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하십시오.
1.A.4 ‘검색(Search)’을 클릭한 후 아래 2단계에
열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소환장/합의 처리 방법(계속)

5페이지

1.B 옵션 2 — 소환장/합의 번호별 검색
1.B.1 소환장/합의 번호를 입력합니다(대시 기호/
간격 없음)
1.B.2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하십시오.
1.B.3 ‘검색’을 클릭한 후 아래 2단계에 열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소환장/합의 처리 방법(계속)

6페이지

2. ‘응답자 인증(Respondent Authentication)’ 및
‘선언서(Declaration)’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3. 팝업 경고가 표시됩니다.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확인(OK)’을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소환장/합의 처리 방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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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소환장에 대해 표에 나와 있는
정보와 함께 ‘소환장 결제하기(Make a
Summons Paymen)’ 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소환장 유형에 따라 관련된 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책임 인정(Guilty Acceptance)’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6. 마지막으로 ‘계속(Continue)’
을 클릭합니다. 뉴욕시 결제 포털
(CityPay)로 이동되며 거래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됩니다.
7. CityPay 포털에서 결제 후 이메일
기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수수료 결제 방법

8페이지

1.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수수료 및 반환된 지불금(Fees and
returned payments)’을 선택합니다.
2. 자신의 면허를 가장 잘 설명하는 면허
상태를 선택하고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3. 면허 번호, 면허 유효 기간 및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마지막 5
자리 또는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입력하십시오.
4.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
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한 후 ‘검색
(Search)’을 클릭하십시오.
5. 표에 있는 정보와 ‘수수료 TLC
인증(Fee TLC Authentication)’ 및
‘선언서(Declaration)’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6.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속)

9페이지

7. ‘수수료 및 반환된 지불금(Fees and returned
payments)’ 섹션에서 수수료를 검토하십시오.
8. 수수료 유형 왼쪽에 있는 “+” 부호를 눌러 개별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9. 지불하길 원하는 수수료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선택이 반영되면 ‘요약
(Summary)’ 섹션의 ‘총 금액(Total Amount)’이
업데이트됩니다. (한 번에 수수료 6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지불 선언서(Declaration of Payment)’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11. 마지막으로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뉴욕시 결제 포털(CityPay)로 이동되며 거래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됩니다.
12. CityPay 포털에서 결제 후 이메일 기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연락처 정보 열람 및 업데이트 방법

10페이지

주의: 하나 이상의 TLC 면허가 있는
경우 각 면허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정보
업데이트(Update info)’를 선택합니다.
2.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면허 종류를
선택하고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3. 면허 번호, 면허 유효 기간 및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마지막
5자리 또는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입력하십시오.
4.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
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한 후 ‘검색
(Search)’을 클릭하십시오.
5. ‘TLC 인증(TLC Authentication)’
및 ‘선언서(Declaration)’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다음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연락처 정보 열람 및 업데이트 방법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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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왼쪽에는 기존 이메일, 전화, 우편 및 거주지 주소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7.A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전화(Telephone)’
라는 제목의 필드에 새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다른
필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7.B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에 새 이메일 주소와 ‘이메일 주소 확인
(Confirm Email Address)’ 필드를 입력합니다. 다른
필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7.C 우편물 발송 장소(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새 우편 주소(New Mailing Address)’ 헤더 아래 필드를
작성하십시오.
7.D 살고 있는 장소(거주지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새 거주지 주소(New Residence Address)’ 헤더 아래
필드를 작성하십시오.
(우편 및 거주지 주소를 모두 같은 장소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경우 ‘새 우편 주소(New Mailing Address)’ 헤더
아래 필드를 작성한 후 ‘우편 주소와 동일함(Same as
mailing address)’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거주지 주소가 작성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연락처 정보 열람 및 업데이트 방법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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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토 및 확인(Review & Confirm)’
과 ‘확언(Affirmation)’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9.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정보 제출
(Submit Updated Informat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신규 면허 신청 제출 방법 -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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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신규 면허 신청
(Apply for New License)’을 선택합니다.
2. ‘신청 유형(application type)’ 질문에
‘운전(Drivier)’을 선택합니다.
3. 드롭다운에서 신청하려는 ‘면허 종류
(License Type)’를 선택한 후 계속하려면
‘신청(Apply)’을 클릭합니다.
4. ‘시작하기(Getting Started)’ 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상기
내용을 읽고 이해했습니다(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above)’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한 후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5. ‘적합성 심사 통지(Fitness Review
Notice)’ 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한 후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신규 면허 신청 제출 방법 - 운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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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질문을 작성하고 ‘신청(Apply)’
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검토 및 확인(Review and Confirm)’을
클릭합니다.
7. 신청 미리보기와 ‘검토 및 확인
(Review and Confirm)’ 페이지의 ‘선언서
(Declaration)’ 섹션 아래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한
후 ‘신청 제출(Submit Application)’을
클릭하십시오.
8. 뉴욕시 결제 포털(CityPay)로 이동되며
거래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됩니다.
9. 결제 후 이메일 기반 영수증과 다음 해야할
일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래
요약과 다음 해야할 일에 대한 정보와 함께
‘완료(Complete)’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신규 면허 신청 제출 방법 - 서비스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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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신규 면허 신청(Apply for New
License)’을 선택합니다.
2. ‘신청 유형(application type)’ 질문에 ‘차량(Vehicle)’을
선택합니다.
3. ‘면허 종류(License Type)’의 경우 드롭다운에서 ‘서비스
차량의 경우 - 비 SHL(For Hire Vehicle – Non SHL)’을
선택합니다.
4. 다음,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을 연계하기 위해
이전에 베이스에 연락한 적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그다음
계속하려면 ‘신청(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시작하기(Getting Started)’ 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6. 확인(validation) 페이지에서 해당 베이스의 ‘베이스 번호
(Base Number)’를 입력하십시오. 베이스의 이름과 유형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보이면 ‘귀하의
베이스 정보가 맞습니까(Is this your Base Information)?’
라는 질문에 ‘예(yes)’를 선택합니다.
7. 필드에 해당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입력하고
‘차량 식별 번호(VIN) 다시 입력하기(Re-enter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VIN))’라는 제목의 필드를 다시
입력합니다.
8.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입력하고 차량 면허를 SHL 허가증과 연계할 계획인 경우
표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신규 면허 신청 제출 방법 - 서비스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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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량 정보(Vehicle infor)’ 페이지에 해당 차량의 년도,
제조사, 모델, 좌석 수, 스트레치 여부, 서비스 차량 번호판 여부
및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속
(Continue)’을 클릭합니다.
10. ‘소유자 정보(Owner Info)’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선호 언어 및 우편 주소를 입력합니다.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11. ‘보험(insurance)’ 페이지에 차량 보험 증서 번호, 보험
증서 시작일, 보험 증서 종료일을 입력하고 초과 보험 증서가
있는 경우 표시합니다.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신규 면허 신청 제출 방법 - 서비스 차량의 경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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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문(Questionnaire)’ 페이지에
차량이 500마일 이상인지, 7피트보다
높은지 또는 무게가 8500lbs 이상인지
표시합니다.
13. 신청 및 ‘확언(Affirmation)’
섹션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동의하는
경우, ‘본인은 확언합니다(I affirm)’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와 ‘로봇이 아닙니다
(I’m not a robot)’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한 후 ‘검토 및 확인(Review and
Confirm)’을 클릭하십시오.
14. 뉴욕시 결제 포털(CityPay)로
이동되며 거래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됩니다.
15. 결제 후 이메일 기반 영수증과 다음
해야할 일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래 요약과 다음 해야할 일에
대한 정보와 함께 ‘완료(Complete)’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면허 갱신 결제 방법 - 운전

18페이지

1.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갱신 결제
(Renewal Payment)’를 선택합니다.
2. ‘운전(Driver)’을 선택하고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3. 운전면허 번호, 운전면허 유효 기간 및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마지막 5자리를
입력하십시오.
운전면허의 예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한
후 ‘검색(Search)’을 클릭하십시오.
5. ‘TLC 인증(TLC Authentication)’ 및 ‘신청자
선언서(Declaration of Applicant)’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
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6. 팝업 경고가 표시됩니다.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확인(OK)’을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면허 갱신 결제 방법 - 운전(계속)

19페이지

7. 수수료를 선택하려면 ‘총 갱신 수수료(Total
Renewal Fee)’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갱신 금액이 업데이트되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결제하려면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뉴욕시 결제 포털(CityPay)로
이동되며 거래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됩니다.
8. 결제 후 이메일 기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면허 갱신 결제 방법 - 차량

20페이지

1.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갱신 결제
(Renewal Payment)’를 선택합니다.
2. ‘차량(Vehicle)’을 선택하고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3. 차량 면허 번호, 차량 면허 유효 기간 및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마지막 5자리 또는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입력하십시오.
차량 면허의 예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CAPTCHA”를 완료한 후 ‘검색
(Search)’을 클릭하십시오.
5. ‘TLC 인증(TLC Authentication)’ 및 ‘신청자
선언서(Declaration of Applicant)’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I agree)’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6. 팝업 경고가 표시됩니다.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확인(OK)’을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

목차로 돌아가기 ^

면허 갱신 결제 방법 - 차량(계속)

21페이지

7. 수수료를 선택하려면 ‘총 갱신 수수료
(Total Renewal Fee)’ 옆에 있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갱신 금액이 업데이트되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결제하려면 ‘계속(Continue)’을
클릭합니다. 뉴욕시 결제 포털(CityPay)로
이동되며 거래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됩니다.
8. 결제 후 이메일 기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