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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기본 단계 
수정은 귀하의 기록 또는 개인 정보 변경을 뜻합니다. 이는 특정 면허에 대해 또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수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발사 견습생 면허를 가지고 있고 관리 이발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수정은 이발사 견습생 면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정의 예시: 

• 주소 변경 수정 

• 연락처 변경 수정 

o 소셜 시큐리티 번호 

o 생년월일 

o 이메일 주소 

o 전화번호 

• 면허 수정 사본 신청 

• 이름 변경 수정 

 

 

중요 주의 사항: 

모든 유효 면허에는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주소/이름 변경

을 하시려면 모든 유효 면허에 대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귀하의 면허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반 수정 각 단계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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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 계정에 로그인한 후,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을 

선택하십시오. ‘Action’(조치) 열 하단에 ‘Amendment’(수정)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변경하고자 하는 선택 동그라미란을 클릭하시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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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수정 
‘NYS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 계정에 로그인한 후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을 

선택하십시오. ‘Action’(조치) 열 하단에 ‘Amendment’(수정)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Address Change Amendment’(주소 변경 수정) 동그라미를 선택한 후 ‘Continue Application’ 

(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수정의 첫 번째 단계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락처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 면허는 ‘Individual’

(개인)이 기본값이며 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 면허는 삼각형을 클릭하여 변경하려는 ‘Individual’(개인) 또는 ‘Organization’(단체) 연락처 유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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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AMEND_ADDRESS’(주소_수정) 화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한 개 이상의 주소가 있을 경우, 화면의 여러 행에 나타납니다. 

한 개 이상의 주소가 있을 경우 변경하는 주소를 ‘Change this Address’(이 주소 변경하기) 열에 표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hange this Address’(이 주소 변경하기) 열은 ‘Yes’(예)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을 변경하시려면,  

‘Actions’(조치) 옆에 있는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한 후 ‘Edit’(편집)를 선택하십시오. 

 

‘yes’(예) 또는 ‘no’(아니요)를 체크하여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별도 팝업이 나타납니다. 적절한 옵

션을 선택하고 ‘Submit’(제출)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주소가 여러 행에 나타나며, 각 주소에 대해 ‘yes’(예) 또는 ‘no’(아니요)를 선택해야 합니다.  

‘Submit’(제출)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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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his Address’(이 주소 변경하기) 열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edit’(편집)하십

시오. 그 다음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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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는 본 수정에서 변경하려는 기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에 요금이 있을 경우, 

이는 ‘Fee’(요금) 하단에 표시됩니다. 

 

‘Change this Record?’ (이 기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열은 ‘Yes’(예)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을 변경하

려면, ‘Actions’(조치) 옆에 있는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한 후 ‘Edit’(편집)를 선택하십시오.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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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예) 또는 ‘no’(아니요)를 체크하여 기록을 변경할 수 있는 별도 팝업이 나타납니다. 적절한 옵

션을 선택하고 ‘Submit’(제출)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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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수정>새 주소 정보  
 

‘Enter New Address Information’(새 주소 정보 입력) 화면에서 처음에 나오는 정보 및 안내를 참고하

십시오. 이 안내는 시간이 지나며 업데이트될 수 있고 수정을 정확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 주소를 ‘Enter New Address Information’(새 주소 정보 입력)란에 새 주소를 입력하고 ‘Search’(검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 검색 버튼은 미국 우정국 정보와 대조하여 주소를 인증합니다. 주소를 인

증하면 주소란은 편집이 불가능해지며 회색으로 변합니다. 

 

 

인증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Clear’(지우기) 버튼을 클릭하

시고 주소를 다시 입력하신 후 ‘Search’(검색)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

하기)을 클릭하십시오. 

주소가 인증되지 않으면 검색에 대신 사용 가능한 주소가 나타납니다. 정확한 주소를 선택하시고 

만약 표시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Clear’(지우기)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를 다시 입력한 

후 ‘Search’(검색)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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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정보가 정확한 경우,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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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Review(검토)하십시오. 한 섹션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Edit’(편집) 버튼

을 클릭하고 필요한 대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경우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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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Application/Renewal Fees’(신청/갱신 요금) 섹션의 요금을 확인하고 ‘Checkout’(결제) 또는  

‘Continue Shopping’(쇼핑 계속하기) 중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수정이 저장되거나 완료되면, 이는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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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변경 수정 
변경하려면 수정을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NYS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 계정에 로그인한 후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을 

선택하십시오. ‘Action’(조치)란 하단에 ‘Amendment’(수정)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Contact Information Change Amendment’(연락처 정보 변경 수정)를 선택하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수정의 첫 번째 단계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락처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 면허는 ‘Individual’

(개인)이 기본값이며 이 선택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 수정에서 사업 면허는 개인 면허 소지자 정보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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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AMENDMENT INFORMATION’(연락처 수정 정보) 화면에서 본 수정으로 변경되는 정보를 

체크하십시오. 체크 상자를 선택하면 하단에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변경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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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는 본 수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연락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에 대한 

요금이 있을 경우, 이는 ‘Fee’(요금) 하단에 표시됩니다. 

‘Change this Record?’(이 기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열은 ‘Yes’(예)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을 변경

하시면, ‘Actions’(조치) 옆에 있는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한 후 ‘Edit’(편집)를 선택하십시오. 

 

‘Change this Record’(이 기록 변경하기)를 위한 ‘yes’(예) 또는 ‘no’(아니요)를 체크할 수 있는 별도 팝

업이 나타납니다.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고 ‘Submit’(제출)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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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his Record’(이 기록 변경하기) 열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다시 ‘edit’(편집)하

십시오. 그 다음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기록을 변경하는 변경 유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및 생년월일은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NY 면허 센터 계정에 

필요 서류를 업로드한 적이 있는 경우 ‘Select from Account’(계정에서 선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서류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Upload Documentation’(서류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수정에 대한 서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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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Review(검토)하십시오. 한 섹션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Edit’(편집) 버튼

을 클릭하고 필요한 대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경우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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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금이 없을 경우 Confirmation(확인) 화면에는 귀하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음이 표시

됩니다. 

 

 

수정이 저장되거나 완료되면, 이는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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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사본 수정 
면허 사본 수정은 면허의 또 다른 복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본이 필요한 면허에 대해 이 수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YS License Center’ (NYS 면허 센터) 계정에 로그인한 후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을 

선택하십시오. 기록 목록에서 ‘Action’(조치) 열을 찾아 ‘Amendment’(수정)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Duplicate License Amendment’(면허 사본 수정)를 선택하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

하기)을 클릭하십시오.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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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요청 페이지가 나타나면 ‘Request a duplicate license?’(면허 사본을 요청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yes’(예)를 선택하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Review(검토)하십시오. ‘Review’(검토) 화면의 ‘Applicant’(신청) 섹션은 여기

에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이 변경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한 섹션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Edit’(편

집)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대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경우 ‘Continue Application’ 

(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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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Renewal Fees’(신청/갱신 요금)를 확인한 후 ‘Checkout’(결제) 또는 ‘Continue Shopping’ 

(쇼핑 계속하기)을 선택하십시오. 

 

수정이 저장되거나 완료되면, 이는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에 표시됩니다. 이후 면

허 사본이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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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 수정 
‘NYS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 계정에 로그인한 후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을 

선택하십시오. ‘Action’(조치)란 하단에 ‘Amendment’(수정)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Name Change Amendment’(이름 변경 수정)를 선택하고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

기)을 클릭하십시오. 

 

수정의 첫 번째 단계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락처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 면허는 ‘Individual’

(개인)이 기본값이며 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 면허는 사업체 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 명 변경은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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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_NAME_CHANGE’(이름_변경_수정) 화면에서,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고 ‘Reason for Name  

Change’(이름 변경 사유) 드롭다운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을 클릭하십시오. 

 

 

변경할 기록이 화면에 ‘Records to be Changed’으로 나타납니다. ‘Fees’(요금)도 표시됩니다. 그 다음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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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결혼) 또는 ‘divorce’(이혼)로 인한 이름 변경은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 변

경은 사유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Upload Documentation’(서류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수정에 대한 서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전에 NY License Center(NY 면허 센터) 계정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적이 

있는 경우 ‘Select from Account’(계정에서 선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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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Review(검토)하십시오. 한 섹션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Edit’(편집) 버튼

을 클릭하고 필요한 대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경우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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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Checkout’(결제) 또는 ‘Continue Shopping’(쇼핑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수정이 저장되거나 완료되면, 이는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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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확인하기 
‘Manage Your Licenses’(면허 관리) 탭에서 수정한 모든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In Process’(진행 중)인 수정이 있을 경우 ‘Record Number’(기록 번호)를 클릭하여 수정의 진행 상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Save and Resume Later’(저장하고 나중에 계속하기) 버튼을 선택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Status’(상태)는 ‘Resume Application’(신청 다시 계속하기)이라고 표시됩니다. ‘Resume Application’ 

(신청 다시 계속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수정 신청을 완료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