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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새롭게새롭게새롭게새롭게 개선된개선된개선된개선된 DMV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공개공개공개공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차량부(DMV)의 새로 재설계된 웹사이트 dmv.ny.gov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모바일 기기로 교체 운전 면허증을 주문하고 등록을 갱신하며, 

DMV 방문을 온라인 예약하고, 35가지의 다른 DMV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등록 및 차량 검사 마감일이 다가올 때 모바일 알림을 받기 

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웹사이트는 DMV 자원을 위한 원스톱 숍으로서 21세기에 뉴요커들이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항상 변하는 방법에 맞추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재설계는 섬기는 주민들에게 정부를 더욱 혁신적, 효율적 및 가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서 또 하나의 전진입니다.”  

 

이 새 웹사이트는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고객 서비스 처리 중 2개, 등록 갱신 및 교체 운전 면허증, 

연습운전면허증 즉 비운전자 ID 카드를 개선하여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을 위해 모양과 

느낌이 최적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임의의 주 운영 DMV 사무소에서 특정 온라인 처리를 

더욱 쉽게 찾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DMV는 3월에 세 번째 모바일 처리를 위한 새 디자인을 공개하고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카드를 갱신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DMV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모든 온라인 처리를 위해 대응적 디자인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 뉴요커들은 세 가지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처리로 총 2,189,49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840,407건은 등록 갱신, 220,979건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 또는 비운전자 ID 카드 교체 

그리고 128,112건은 운전면허증 및 비운전자 ID 카드 갱신이었습니다. 

 

자동차부 커미셔너 Barbara J. Fial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 서비스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DMV의 전체 업무를 신속, 용이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재설계는 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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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큰 전진으로서 처리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에서만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을 위해 DMV 처리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Cuomo 지사는 주의산만 운전의 

치명적 결과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뉴요커들이 손은 핸들에 눈은 도로에 둘것을 

촉구합니다. 

 

DMV가 제공하는 온라인 처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이 부의 웹사이트인 dmv.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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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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