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차량 배기가스 검사에 관한 중요 정보
• 조기 검사: 조지아주 Clean Air Force(GCAF)는 매년 자동차 등록
갱신 날짜(자동차 소유자의 생일)에 앞서 4~6주 전에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지속적인 유지보수: 차량의 권장 유지보수 및 튠업 일정을 지키면
차량의 수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정비된 차량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차량보다 연비(
주행 거리)가 더 좋습니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차량은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해한 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지아주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차 검사 면제: 최근 3년 내의 모델은 매년 면제됩니다. 2022
년에는 2020년식 이후의 모든 차량은 배기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어떤 차량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2022년에는 Cherokee, Clayton, Cobb, Coweta, DeKalb, Douglas, Fayette,
Forsyth, Fulton, Gwinnett, Henry, Paulding 또는 Rockdale 카운티에서 등록된
모든 1998~2019년식 가솔린 차량 및 경량 트럭(차량 총 중량이 8,500파운드 이하)이
검사 대상입니다.

• 새로 취득하거나 최근에 13개 카운티 지역으로 옮긴 1998~2019년식 차량은 최근 12개월
이내의 검사 합격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30일(미등록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외가 가능한 경우

노년층 검사 면제: 차량 소유자는 만 65세 이상, 차량 연식은 10년 이하여야 하며(2012년식
이후), 차량은 매년 5,000마일 미만으로 주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주행거리계는 “연 5,000
마일 미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 과거에 면제받은 노년층은 1.800.449.2471로 전화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연장: 모든 요건(CleanAirForce.com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충족시키는 차량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돌아온 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등록
시점에 부재중일 경우 차량을 사전에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수리 시 면제: 배기 장치와 관련된 수리비가 면제 금액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연식에 기반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검사비는 최대 $25이며, 상세한 정보는 www.CleanAirForce.com.을 참조하십시오.
검사소는 반드시 공식 GCAF 간판에 검사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중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지아 주 법률에 따르면, 13개 카운티 검사 지역 내에
있는 판매자는 차량이 13개 카운티 중 한 곳에서 등록될
예정인 경우, 판매 시점에 유효한 차량 배기가스 검사 합격
기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검사 보고서
(VIR: Vehicle Inspection Report) 사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CleanAirForce.com에서 최신 VIR 결과 요약을
확인하십시오.

1998~2019년식 차량 검사 요령
• 차량의 배터리가 최근에 교체 또는 분리되거나, 컴퓨터가 리셋된

경우에는 시승진단(OBD: On-Board Diagnostic)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기 전에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해 정상 조건 하에 1~2
주 정도 차량을 운전하십시오.

• 차량의 “엔진 점검” 경고등이 켜진다면, 느슨한 연료 마개와 같이
경미하거나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문제와 같이 중대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배기가스 검사를 받기 전에 수리하십시오. 차량을
“엔진 점검” 경고등이 켜진 채로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관은
당연히 엔진을 검사하겠지만 차량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CleanAirForce.com에서 유용한 수리 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어디서 차량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 조지아의 모든 Clean Air Force 검사소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량을 수리하십시오.
배기가스 검사관이 불합격된 차량 검사 보고서(VIR: Vehicle
Inspection Report), 배기장치 수리 서식 및 GCAF Q&A 브로셔를
제공하는데, 그것에 재검사 절차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Repair Watch 는 배기 장치와 관련된 수리에 대한 검증된 이력을
갖는 수리 시설을 열거한 공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검사소
또는 CleanAirForce.com에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동일한 검사소에서 1회의 무료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에는 처음 검사한 날짜가 포함되며
처음 검사를 받았던 시각에 만료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1995년식 이후 차량의 촉매 변환기 및 온보드
컴퓨터는 8년 또는 80,000마일마다 제조자의 보증이 요구됩니다.

차량이 연례 배기가스 검사에 불합격하고 소유자가 이미 모든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거주하는 카운티 태그 오피스에
연락하여 OCGA 40-2-20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등록을 30일 연장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차량을 합격시켜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1.800.449.2471번으로 전화하거나
info@cleanairforc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신고하십시오.

CleanAirForce.com
1.800.449.2471

조지아 주를 좀 더 숨쉬기
편하도록 돕기

Facebook.com/GeorgiasCleanAirForce
Twitter.com/GaCleanAirForce
CleanAirForce.com/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