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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용과 이발 면허 및 임시 면허는 NYS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절차는 서면 절차보다 더욱 빠르게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

인 거래를 완료한 당일에 면허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면허 센터 계정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계정을 만들어야 하거나 기

존 계정 로그인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NYS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 웹 사이트에서 안

내 및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NY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 

http://licensecenter.ny.gov/  

 

기록 불러오기에 대한 안내는 www.dos.ny.gov/licenses의 ‘Claim Records on the NY License 

Center’(NY 면허 센터에서 기록 불러오기)를 확인하십시오. 

http://licensecenter.ny.gov/
http://www.dos.ny.gov/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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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단계 
먼저 ‘I have a NY.gov Id’(이미 NY.gov ID가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십시오. ‘Username’(사용자 이

름) 및 ‘Password’(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Sign In’(로그인)을 눌러 NYS License Center(NYS 

면허 센터)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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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한 후 ‘Manage My Licenses’(나의 면허 관리)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면허에 대한 갱신을 이

용할 수 있을 경우, ‘Actions’(조치)란 하단의 ‘Renew Application’(신청 갱신) 링크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참고 사항: 임시 면허는 만료 30일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식 면허는 만료 90일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Renew Application’(신청 갱신)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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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첫 페이지의 ‘Step 1: Apply>Page 1’(1단계: 신청>1페이지)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와 연관된 

면허와 함께 나타납니다. 

참고 사항: 나타난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갱신을 완료하기 전에 적절한 수정이 필요합

니다. ‘Save and Resume Later’(저장하고 나중에 계속하기)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수정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갱신을 시작하십시오.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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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pply>Page 2’(1단계: 신청>2페이지)에서 ‘Applicant Information’(신청인 정보) 질문 입

력을 완료하십시오. 이 질문은 갱신하려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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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Attach Documents>Page 1’(2단계: 서류 첨부>1페이지)에서 ‘Upload Documentation’(서

류 업로드)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완료하였거나 서류 제출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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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지막 페이지인 ‘Step 3: Review’(3단계: 검토)가 나타납니다. 제출하신 정보를 검토하십시

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참고 사항: ‘Applicant’(신청인)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갱신을 완료하기 전에 적절한 수

정이 필요합니다. ‘Save and Resume Later’(저장하고 나중에 계속하기)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수

정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갱신을 시작하십시오. 

‘Continue Application’(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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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Pay Fees’(4단계: 요금납부) 페이지에서는 갱신을 위한 요금이 ‘Application/Renewal 

Fees’(신청/갱신 요금) 하단에 나타납니다. ‘Checkout’(결제)을 통해 갱신 비용을 제출 및 결제하거

나 ‘Continue Shopping’(쇼핑 계속하기)을 통해 추후에 갱신 비용을 제출 및 결제할 수 있습니다. 

 

 

‘Checkout’(결제)을 선택하는 경우 장바구니 확인 및 결제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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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완료되면 ‘Manage My License’(나의 면허 관리) 화면으로 돌아가 갱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