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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ATKINS GLEN INTERNATIONAL의의의의 CHEEZ-IT™ 355에서에서에서에서 

NASCAR 번호판번호판번호판번호판 재설계후재설계후재설계후재설계후 출시출시출시출시 
 

Glen의의의의 DMV대표대표대표대표, 레이싱레이싱레이싱레이싱 팬들에게팬들에게팬들에게팬들에게 맞춤맞춤맞춤맞춤 번호판을번호판을번호판을번호판을 주문할주문할주문할주문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돕다돕다돕다돕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번 주말부터 새로운 재설계된 NASCAR 번호판 

시리즈를 Watkins Glen International의 Cheez-It™ 355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의 자동차부 대표는 방문객의 맞춤형 번호판 주문, 등록 갱신, 

주소 변경 지원, 도로 및 시력 테스트 일정 조정, 웹 거래 완료를 돕는 것을 포함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레이스 경기장에 나올 것입니다.  
 

“뉴욕은 Glen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를 개회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 새로운 번호판을 NASCAR 팬들에게 제공하고 새롭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DMV를 알릴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레이스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DMV 부스에 들어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USA Today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NASCAR가 최우수 레이스 트랙으로 

선정되었는데, 뉴욕은 모터 스포트 열광자들이 꼽는 최고의 지역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번호판은 우리 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이자 스포츠 홍보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를 운전석에 앉히고서 뉴욕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전례없는 

관광 수지를 계속 창출해나갈 것입니다.” 
 

재설계된 맞춤형 NASCAR 변호판 시리즈(여기에서 볼 수 있고 주문 가능)는 자주 바뀌는 

운전자와 레이싱 컬러를 반영하고 있고 새로운 체커보드 배경과 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Dale Earnhardt Jr., Jeff Gordon, Danica Patrick, Tony Stewart, Jimmie Johnson, 

Kasey Kahne, Kevin Harvick, Brad Keselowski, Denny Hamlin 외에 Dale Earnhardt 

NASCAR 명예의 전당, NASCAR 팬, Richard Petty Historical 플레이트의 최신 모습을 

담은 12개의 NASCAR 디자인이 있습니다. 모든 NASCAR 번호판은 승객 및 상업용으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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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ca Patrick 번호판은 올해 새로 출시된 브랜드인 반면, Kasey Kahne, Kevin Harvick, 

Brad Keselowski 번호판은 새로운 번호 및/또는 스폰서와 함께 바뀌었습니다. NASCAR 

번호판 소지자는 등록 생신 시 2년마다 번호판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 

번호판의 초기 비용은 60달러이고 매년 갱신 시 31.25달러를 내야 합니다. 맞춤형 

NASCAR 번호판은 초기 비용이 91.25달러이고, 연례 갱신 비용이 62.50달러이며, 차량 

등록비는 별도입니다.  
 

DMV 부장관부장관부장관부장관 Terri Egan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MV는 Watkins Glen와 파트너가 된 

것과 새롭게 개선된 번호판을 NASCAR의 놀라운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DMV에게 운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시고, 고객 

서비스 사업을 구축하고, 뉴욕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Glen에서의 Cheez-It™ 355는 뉴욕주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관광과 투자에 힘을 쏟고 

계신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관광에 대한 주의 지원의 결과로, 관광업계는 

지출, 주 및 지방 세금 수입, 방문자 및 고용에서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2014년, 뉴욕주 

관광업계는 1,001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는데, 이는 뉴욕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은 스포츠 팬들을 위해 많은 번호판을 제공합니다. NBA, MLB, NHL, NFL 및 다른 

번호판을 보고 주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Watkins Glen International 소개소개소개소개 

Watkins Glen International은 북미 최고의 도로 레이싱 시설로서 USA Today 독자들이 

뽑인 “최우수 NASCAR 트랙”이며, 미국 인구의 25%와 5시간(300 마일)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5 시즌의 티켓은 866.461.RACE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www.TheGlen.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Facebook과 Twitter.에서도 The Glen을 

만날 수 있습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The Glen의 무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DMV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 자동차부(DMV)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주민들과 공감하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선도 기관입니다. 이 부서는 신원확인 서류를 발급하고, 필수 자동차 및 

운전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법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mv.ny.gov을 방문하고 Facebook 에서 

DMV에 “like”를 눌러주거나 , Twitter에서 @nysdmv를 팔로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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