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C
•
•
•

운전면허 신청서 가이드:
메달리온 택시(옐로우)
SHL 차량(그린) 및
서비스 차량

수수료 :
▪ 모든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예외
없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nyc.gov/

TLC 운전
면허 신청
가이드

tlclicenseeinfo

▪ 면허: 3년 면허 $252.00
▪
▪
▪
▪
▪
▪

약물 검사: $26.00
지문/사진: $90
24시간 강의: $200-$300
시험: 한 회당 $75
WAV 교육: $75
안전 운전 코스: $50-60

신청 시:
www.nyc.gov/lars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NYC Taxi & Limousine Commission
Division of Licensing
31-00 47th Avenue, 3r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옐로우 택시
그린 택시
서비스 차량
요건
및 수수료

TLC 운전면허증 신청 가이드: 옐로우 택시, 그린 택시, 서비스 차량
요건 :
면허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마십시오 .
작년에 다음이 발생한 경우 :

구비 서류 :
다음 문서를 모두 TLC에 제출해야 합니다.
1. TLC 운전면허증 신청서(온라인만 가능)

1.

19세 이상

1. 4번 이상의 교통사고

2.

유효한 DMV 기사(Chauffer) 면허증 소지뉴욕 주에서는 클래스 A, B, C, E입니다. 다른
주는 확인 필요

2. 무면허 차량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2. DMV 운전면허증 사본

3. TLC 면허 소지 자격 미달이
밝혀짐(신청일로부터 1년)

3. DMV 운전면허증이 뉴욕 주에서
발급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발급된
주 외 DMV 운전 기록(Out-of-state DMV
driving abstract)

3.

미지불 주차 벌금이나 DMV 티켓이 없을 것

4.

신청 전 3년 내에 안전 운전 코스 완수

5.

휠체어 이용 훈련 완수

6.

24시간 코스 완수 및 시험 통과

7.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DMV 면허증에
부과된 벌점이 6점 이하

8.

의학적 요건 충족

2. 뇌물, 사기, 절도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

9.

약물 검사 통과

3. 위협, 희롱, 학대 또는 무력 사용

10. TLC 웹 사이트에서 성매매 인식 교육 비디오
시청

4. 약물 검사 미통과(약물 검사 미통과일로부터
1년)
3년 이내에 TLC에 다음 사유로 적발된 경우:
1. 만취 또는 장애가 있는 상태로 TLC 허가 차량
운전

4. TLC 허가 차량에 무기 소지

11. 지문 등록. 지문은 전과 확인에 이용됩니다
12.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계류 상태의 형사 사건이 없을 것.
13. 스트레치 리무진 기사 한정:
19A 상업 운전면허증

3년 이내에 TLC 면허에 다음이 발생한 경우:
1. 취소(취소일로부터 3년)
또는
2. 정지 또는 취소 혐의 계류 중 만기(정지 또는
만기일로부터 3년)

4.

뉴욕 주 DMV 운전면허증이 1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 가장 최근 주 외 DMV 운전
기록(Out-of-state DMV driving abstract)

5. 3년 이내에 완수한 안전 운전 코스
수료증
6. 공인 의사가 90일 이내에 작성한 TLC
의료 양식
모든 서류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름,
중간 이름, 성이 모든 서류에서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