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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차량관리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면허증과 "리얼 ID(REAL ID)"라고 

불리는신분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REAL ID 운전면허증 또는 REAL ID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어떤 문서를 

수집해서 가지고 갈지 확인해야 합니다.  REAL ID 운전면허증과 REAL ID 신분증은 현재 DC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며, 

처음 DC 신분증을 취득, DC 신분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분실, 도난, 정정 또는 주소 변경의 경우) 받는 경우, 출처 

문서의 1회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REAL ID 신분증에는 오른쪽 위에 검은색 별 마크가 있습니다.   

참고: 신분 증명, 운전 능력 증명, 사회보장번호 증명, 거주 증명에 동일한 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범주에 대해 별도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DC DMV는 범주를 충족하기 위해 기재되지 않은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REAL ID 신분 증명 – 법적 전체 이름, 생년월일 및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아래 목록에서 원본 출처 문서 

하나(1)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귀하의 전체 법적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문서 출처는 

합법적 체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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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되지 않은 미국 여권 또는 여권 카드 

• 미국 출생 증명서 또는 주 정부 인구통계국에 제출된 출생 증명서 카드 

•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가 발행한 해외 출생 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 귀화 증명서 

• 미국 시민권 증명서 

• 비자가 포함된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 만료되지 않은 고용 허가 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REAL ID 운전면허증, 학습자 허가증 또는 신분증** 

• 법원 및 범죄자 감독 기관(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or Agency, CSOSA), DC 교정국(DC Department of 

Corrections, DC DOC) 또는 미국 보호관찰국(Probation Office)이 발송한 서신으로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및 

주소를 인증하며 사진이 첨부된 서신(ID카드용만 해당). 이는 CSOSA 및 DC DOC 단독 출처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인정 가능한 문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신분증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입니다. 최초 6개월 후, CSOSA 및 DC DOC 신청자는 재검증 절차를 거쳐 원본 CSOSA 또는 DC DOC 단독 출처 

문서를 제외한 허용 가능한 출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CSOSA 및 DC DOC 단독 출처 문서는 6개월 ID 카드 

기한이 만료된 후 재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정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REAL ID 합법적 체류 증명 - 연방 규정에 준거한 "REAL ID"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취득하려면 미국 시민권 또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합법적 체류를 보여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의 경우 

• 만료되지 않은 미국 여권 또는 여권 카드, 주 인구통계국에 제출된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증명 카드, 미국 국무부 

발행한 해외 출생 증명서(CRBA), 귀화 증명서 또는 미국 시민권 증명서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 A 비자 신분: I-94(국무부 발행 자격증 첨부), E 비자 신분: I-94, F 비자 신분: I-94 및 I-20 양식,     G 비자 신분: I-94(국무부 

발행 자격증 첨부), H 비자 신분: I-94 및 I-797 양식, I 비자 신분: I-94,    J 비자 신분:  I-94 및 DS-2019, K 비자 신분: I-94 

또는 I-797 양식, 비자 L 신분: I-94, 비자 M 신분: I-94 및      I-20 양식, NATO 비자 신분: I-94, O 비자 신분: I-94, P 비자 

신분: I-94, Q 비자 신분: I-94, R 비자 신분: I-94, S 비자 신분: I-94, TN 비자 신분: I-94, T 비자 신분: I-94, U 비자 신분: I-94, 

V 비자 신분: I-94 또는 I-797 양식, 임시 I-551,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망명자 신분: I-94 스탬프를 받은 망명자, 

망명 승인 서신, DHS 승인 망명자 서신 또는 법원 승인 서신, 자유연합국 시민(마샬 군도 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공화국): I-94,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난민 신분: I-94 스탬프를 받은 난민, 난민 승인 서신, DHS 승인 

망명자 서신, 또는 법원 승인 서신,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조치 통지서, 신규, 

갱신 또는 조정된 신분을 신청했음을 반영하는 I-797 양식  
변조, 위조, 찢어짐, 테이프 처리, 라미네이트 처리, 삭제, 수정액으로 삭제, 수정 등이 가해진 문서는 원본이 아니며 DC DMV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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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 증명(결혼, 이혼 또는 법원의 명령) - 아래에 기재된 원본 문서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결혼한 경우, 이혼 

판결문과 현재 공증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결혼 증명서(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 

• 이혼 판결(이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 

• 미국 법원 공식 이름 변경 문서(법원 명령에 의한 이름 변경)   

사회보장번호 증명 - DC DMV DL/ID 카드 신청서에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DC DMV는 사회보장국과 함께 

사회보장번호를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사회보장번호가 확인되면 사회보장번호를 증명하는 데 추가 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사회보장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참고: 신분 증명 문서에 있는 귀하의 법적 전체 이름은 사회보장국의 기록과 관련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사회보장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현재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 증명 - 현재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아래 기재된 문서 중 동일한 사업체, 

회사, 기관의 문서(양쪽 문서의 주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가 아닌 문서 두(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DC DMV는 DC 거주 

증명으로서 아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편 사서함은 불가). 모든 문서는 인쇄해야 합니다 

• 최근 60일 이내에 발행된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공과금 고지서(수도, 가스, 전기, 기름 또는 케이블). 서비스 주소는 

DC 주소를 반영해야 합니다(연결 해제 통지서/청구서는 인정하지 않음). 

• 최근 60일 이내에 발행된 전화요금 청구서(휴대전화 요금, 무선 요금, 호출기 요금 청구서)로 신청자의 이름과 현재 

주소가 반영된 요금 청구서(연결 해제 통지서/청구서는 인정하지 않음) 

• 최근 60일 이내에 발행된 신청자의 이름과 재산의 주소가 반영된 양도증서, 모기지 또는 정산합의서 

• 임차인, 허가된 거주자 또는 세입자로 기재된 신청자의 이름이 있는 만료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동의서(사본도 가능). 만료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서에는 모든 당사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차인으로서 증명인의 서명이 기재된 만료되지 않은 원본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만료되지 않은 전대차(Sublease) 

계약서 

• 신청자의 이름과 재산의 주소를 반영하여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행된 DC 재산세 청구서 또는 과세 명세서 

• 이름과 주소를 반영한 만료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보험 증서 

• *최근 60일 이내에 법원 및 범죄자 감독 기관(CSOSA) 또는 DC 교정국(DC DOC)이 발송한 서신으로 이름과 DC 

거주지를 인증하며 사진이 첨부된 서신 

• *최근 60일 이내에 거주지에 거주하는 증명인이 서명한 DC DMV 거주증명서 양식 및 증명인 명의의 만료되지 않은 

DC 운전면허증 또는 DC 신분증 사본 및 증명인 이름으로 된 거주 증명서 2통(기본 증명서 1통 및 이차 증명서 1통), 

관계 증명서(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을 인증하는 경우).  승인된 임차인을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은 거주가 허용되지 

않는 개인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식 우편물—DC DMV에서 보낸 우편물을 제외하고, 최근 60일 이내에 수신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모든 정부 

기관(이름 및 주소가 기재됨)에서 받은 우편물. DC DMV는 미국 우편공사로부터의 주소 변경 양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근 60일 이내에 발행된 인증된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DC DMV 승인 양식  

• 최근 60일 이내에 발행된 이름 및 주소를 반영한 자동차/개인 대출 명세서(쿠폰북/바우처는 인정하지 않음) 

• 최근 60일 이내에 발행되었으며 이름과 주소를 반영된 홈 보안 시스템 청구서 

• 최근 60일 이내에 DC 대학교 및 칼리지 등록처에서 공식 레터헤드지에 작성해 발행한 서신으로고객의 이름을 

반영하고 고객의 캠퍼스 내 주소를 인증함 

 
 

**두 번째 거주 문서 출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ttps://www.vitalchek.com/
https://www.vitalchek.com/
https://dmv.dc.gov/page/proof-dc-residency-certif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