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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거주 

증명 증빙 

  신청인 정보 

성(접미사 포함) 이름 중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아파트/호수 번호 시/주 우편번호 

  워싱턴 DC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대체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이메일 주소 

(            ) (            )  
 

 

 
 

증명인 정보 

증명인은 위에 명시된 주소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며 신청인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이들과 함께 거주함을 증명하는 본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승인된 임차인을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은 거주가 허용되지 않는 개인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명인은 또한 각자의 

성명과 위에 명시된 주소를 반영하는 유효한 DC 운전 면허증 또는 유효한 DC 신분증 사본 및 각자의 성명과 DC 주소를 반영하는 다음 

거주 증명서 중 2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기본 거주 증명 문서 중 하나(1) 

• 임대인, 임차인, 허가된 거주자 또는 세입자로써 증명인의 

서명이 기재된 만료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동의서 

• 지난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DC 재산세 

고지서/조세 평가 

• 전차인으로서 증명인의 서명이 기재된 만료되지 않은 원본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만료되지 않은 전대차(Sublease) 

계약서 

• 최근 60일 이내에 발행된 양도증서, 모기지 

내역서 또는 비용 정산서 

 

 
 
 
 
 
 
 
 

성(접미사 포함) 이름 중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아파트/호수 번호 시/주 우편번호 

  워싱턴 DC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이메일 주소 DC DL 또는 ID 카드 번호 만료일 

(          )     
신청인과의 관계(*관계 증명서 필수, 부모/자녀 성명이 모두 포함된 완전한 출생 증명서 원본, 부모/자녀 성명이 모두 포함된 입양 법원 

명령 원본, 혼인 허가증 원본 또는 동거 관계 증명서 인증 사본) 

               

□ 자녀*            □ 부모*              □ 배우자*            □ 동거인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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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음 이차 출처의 거주 증명 문서 중 하나(1) 

 

 

DMV 담당자용 

 

 

DMV 조사관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공공요금 청구서(수도, 가스, 

전기, 석유 또는 케이블) 

• 만료되지 않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 

보험 증권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홈 

보안 시스템 청구서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전화요금 고지서 

• 공식 우편물 – DC DMV 발신 우편물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수령한 여타의 정부 

기관 발신 우편물(우편국(Postal Service)의 

주소 변경 통지는 인정되지 않음)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자동차/개인 대출 

명세서(쿠폰북 또는 바우처는 

인정되지 않음) 

허위 성명이나 주소를 사용하고 고의로 본 신청서에 거짓 진술을 하는 누구나 DC 법(DC Law)을 위반하는 것이며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80일의 금고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D.C. 공식 법규 §22-2405) 

 

본인은 이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증명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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