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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DMV가 온라인 서비스 확장 발표  

  

DMV, 온라인 면서 시험 및 온라인 차량 등록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시작  

  

예약을 통해 기타 대면 서비스 처리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가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뉴욕 주민들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DMV 업무를 

처리하고 DMV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DMV는 승용차(D 등급) 및 오토바이(M 등급)에 대한 

서면 임시 면허 시험을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DMV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재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옵션을 사용하면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MV 사무실의 혼잡을 줄이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MV의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더욱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조정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허 취득 및 차량 등록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온라인 면허 시험 소개  

  

현재 현장에서 실시되는 면허 시험을 예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번 시범 운영이 성공한다면 온라인 옵션은 올해 가을 말까지 모든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 면허 취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온라인으로 

면허 시험을 진행한다면 뉴욕 주민들은 DMV에 와서 면허를 신청할 때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친숙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DMV는 또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 또는 드롭 박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 면허 시험은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료하는 데 약 45~60분이 

소요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DMV 사무소 예약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고 임시 면허 취득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분에 불과합니다.  

  

신청자는 DMV에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신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지침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시험 통과 후 DMV 취득 과정 완료까지 2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16세 및 17세 미성년자가 응시하는 시험을 감독해야 하며, 신청자와 

DMV에 동행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해당 의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시험은 다음의 16개 언어로 실시됩니다. 영어, 스페인어, 알바니아어, 아랍어, 

벵골어, 보스니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팔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도로 주행 시험에 대한 예약은 임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 주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도로 주향 시험 예약을 위해 임시 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합니다.  

  

온라인 차량 등록 소개  

  

사상 최초로 뉴욕, 킹스, 퀸즈, 브롱크스, 리치몬드, 나소, 서퍽,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올버니, 오논다가 카운티 등 주정부가 운영하는 DMV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 거주 주민은 

이제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DMV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DMV는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의 예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DMV는 주 전역에서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DMV 사무소를 운영하는 나머지 51개 카운티 사무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전 고객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간단한 단계별온라인 등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DMV 서류 안내(DMV Document Guide)를 통해 필요한 문서 확인  

  

2단계: 등록자 및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3단계: DMV에 사진 송부 또는 스캔 및 업로드를 통해 서류 제출  

https://dmv.ny.gov/dmv/dmv-office-locations
https://process.dmv.ny.gov/documentguide/dmv_license/DisplayPages/pwizlicensePermitNDID.cfm
https://dmv.ny.gov/schedule-road-test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d304793-91167fad-cd32bea6-000babda0031-fffe9e491d7ac88e&q=1&e=debebe46-2f2c-4f41-93b4-d5a674db67b0&u=https%3A%2F%2Fnysdmv.custhelp.com%2Fapp%2Fvo%2Freg-original%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efe734e-92d84b70-cefc8a7b-000babda0031-94d71efec82e66d9&q=1&e=debebe46-2f2c-4f41-93b4-d5a674db67b0&u=https%3A%2F%2Fnysdmv.custhelp.com%2Fapp%2Fvo%2Freg-original%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efe734e-92d84b70-cefc8a7b-000babda0031-94d71efec82e66d9&q=1&e=debebe46-2f2c-4f41-93b4-d5a674db67b0&u=https%3A%2F%2Fnysdmv.custhelp.com%2Fapp%2Fvo%2Freg-original%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efe734e-92d84b70-cefc8a7b-000babda0031-94d71efec82e66d9&q=1&e=debebe46-2f2c-4f41-93b4-d5a674db67b0&u=https%3A%2F%2Fnysdmv.custhelp.com%2Fapp%2Fvo%2Freg-original%2F
https://process.dmv.ny.gov/documentguide/dmv_reg/DisplayPages/pwizRegVehicleType.cfm


 

 

  

4단계: 제출 (Submit)  

  

고객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확인 이메일 발송 DMV는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수료가 산정되면 고객에게 연락합니다. DMV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은 등록 

수수료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처리 후, 번호판, 등록 스티커 및 임시 검사 스티커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등록 

스티커와 번호판을 수령한 후, 운전자는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MV는 또한 고객이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봉투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완료된 신청서와 타이틀을 사본으로 만들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문서를 받으면 고객에게 새로운 타이틀이 발송됩니다.  

  

온라인 등록 양식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차량을 등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밴  

   트럭  

   트레일러  

   여가용 차량(선박, 스노모빌, ATV)  

  

기타 온라인 서비스  

기타 60개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고객은 등록 갱신 또는 변경, 운전 

면허증 갱신, 운전 기록(요약본) 발급, 주소 변경,  뉴욕시 교통 위반 고지서 신청 또는 

지불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  

온라인, 우편함, 드롭박스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대면 서비스의 예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이 필요합니다.  

  

DMV는 모든 고객이 사무실 방문 전, DMV 웹사이트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고객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무소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무실 위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각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정보는 DMV 

웹사이트 dmv.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면허 또는 자동차 최초 

https://process.dmv.ny.gov/regfeecalc/
https://process.dmv.ny.gov/regfeecalc/
https://process.dmv.ny.gov/regfeecalc/
https://dmv.ny.gov/tickets/how-plead-or-pay-nyc-tvb-traffic-tickets
https://dmv.ny.gov/tickets/how-plead-or-pay-nyc-tvb-traffic-tickets
https://dmv.ny.gov/offices/dmv-office-locations
https://dmv.ny.gov/


 

 

등록자의 경우, 서류 안내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의 체크리스트를 인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을 합니다. 모든 사무실 방문은 예약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고객은 

https://nysdmvqw.us.qmatic.cloud/naoa/index.jsp 또는 현지 DMV에 연락하여 

주정부 운영 사무소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예약 시간 내에 업무 

처리를 마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DMV는 예약한 

서비스만을 처리하며, 다른 업무는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DMV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DMV를 팔로우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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