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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검사: GCAF(Georgia’s

Clean Air Force)는 매년 차량 등록 갱신일
(차량 소유자의 생일) 4~6주 이전에 차량을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 지속적인 유지보수: 소유 차량에 대한 권장 유지보수 및 정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리를 하십시오.
3년 사이에 출고된 새 차는 검사에서 매년
제외됩니다. 2017년에는 2015년식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 신규 차량 면제: 최신

어떤 차량이 검사 받아야 하는가?
• 2017년 기준, 체로키, 클레이톤, 캅, 카웨타, 디켑, 더글라스, 페이옛트, 폴싸이쓰,
풀톤, 귀넷, 헨리, 폴딩 또는 록데일 카운티에 등록된 1993년식 ~ 2014년식 사이의
모든 휘발유 차량 및 경량 트럭(총 중량 8,500파운드 이하 차량).
• 1993 ~ 2014년식 차량 중, 해당 13개 카운티 지역에서 새로 취득하였거나 최근
옮겨온 차량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비등록 딜러에서 구매한 경우 7일 이내).
가능한 면제 대상
• 고령자 면제: 차량 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 연식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2007년식 또는 이전 모델), 차량 주행 거리는 연간 5,000마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면제를 받은 고령자는 1-800.449.2471번으로 전화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외 차량 연장: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요건은 CleanAirForce.com 참조). 차량은 해당 지역으로 복귀하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등록 시점에 지역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훨씬 일찍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리 보류: 배기가스 관련 수리가 수리 보류 한도 금액을 충족하거나 초과했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은 차량 연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검사 비용은?
검사 비용은 최대 $25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leanAirForce.com을 방문하십시오.
검사장은 공식 GCAF 표지판에 검사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조지아 주법에 따라 13개 카운티 검사 지역 내에 위치한
판매자들은 차량을 13개 카운티 중 한 곳에 등록하는 경우,
판매 시점에 차량이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지아 차량 배기가스 검사 보고서(Vehicle Emissions
Inspection Report, VIR) 사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CleanAirForce.com에서 귀하 차량의 최신 배기가스 검사
보고서(VIR)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1996 ~ 2014년식 차량에 대한 검사 조언
• 차량 배터리를 최근 교체했거나 분리, 또는 컴퓨터를 리셋한
경우, 자가진단 장치(On-Board Diagnostic, OBD) 검사 또는
재검사 전에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정상 조건에서 차량을
1~2주 동안 운행하십시오.
• 차량의 “엔진 검사(Check Engine)”등이 켜질 경우, 연료 뚜껑
풀림과 같이 경미한 문제이거나,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문제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검사 이전에 수리하십시오. “엔진 검사(Check Engine)” 등이
켜진 상태로 차량을 검사하면 검사자가 이것을 검사해야
하고 차량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CleanAirForce.com을 방문하여 유용한 수리 조언을
얻으십시오.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1995년식 차량이나 그 이전 연식의 차량은 “모든 차량 환영
(All Vehicles Welcome)” 표지판이 있는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996년식 차량이나 그 이후 연식의 차량은 아무
검사장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수리하여 필요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십시오.
배기가스 검사자가 불합격 처리된 배기가스 검사 보고서
(Vehicle Emissions Inspection Report, VIR), 빈 배기가스 수리 양식,
그리고 재시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GCAF Q&A 안내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RepairWatch는 배기가스 관련 수리에 대해 검증된 정비
업소가 열거된 일반 공개 보고서로, 모든 검사장이나
CleanAirForce.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 후 30일 이내에 같은 검사장에서 1회 무료 재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에는 첫 번째 시험일이 포함되며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되었던 시간에 만료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제조자는 1995년식 차량 및 그 이후 연식 차량의 촉매
변환기 및 자가진단 컴퓨터를 8년 또는 8만 마일 간 보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차량이 연례 배기 검사에서 탈락했고 모든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해당 카운티의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태그오피스(tag office)에 연락하여법령 OCGA 40-2-20에 의거한
자동차 등록의 30일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차량을
불법으로 통과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1.800.449.2471로
전화하거나 info@cleanairforc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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