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 확인 증명 
등록 및 소유권 획득용 

본 양식은 dmv.ny.gov 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요건 

 생년월일 증명서 및 실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총점이 점이어야 합니다 

성명 및 생년월일 증명 요건에 부합하는 신분증은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면허 증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입니다 생년월일 증명서와 실명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 목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 십시오 

원본 서류 또는 발급 기관에서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한 가지 증명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는 변경 또는 
말소된 서류 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 명세서 및 전자 청구서는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에 귀하의 등록 또는 소유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반드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 면허증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신분증 원본 및 가장 최근에 발급한 귀하의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면허증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신분증 사본 을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 및 소유권 획득을 위해 
인정되는 신원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기한이 만료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실명 증명 

포인트 점수 
생년월일 증빙으로 

사용 가능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면허증 운전연습허가증 비운전자 신분증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년이경과하지 않아야 함 
예 

부모 보호자가 작성한 신원 및 또는 거주 확인 진술서 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진술서 담당자 배석 하에 서명 자세한 내용은 참조 
아니요 

신원 및 또는 거주 확인 진술서 정부 또는 정부 승인 기관에서 대리한 신청자의 

경우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참조 
아니요 

법인 증빙 파트너십 증빙 접수 영수증 자세한 내용은 참조 아니요 

유효한 소인이 찍혀 있거나 비자에 내용이 표시된 외국 여권 여권은 영어로 되어 있거나 

대사관에서 번역된 것이어야 함 
예 

미국 비자가 있고 현재 유효한 가 부착된 외국 여권 여권은 영어로 되어 있거나 

대사관에서 번역된 것이어야 함 참고 의 상태 코드가 또는 인 경우 차량 
등록을 하려면 국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여권 카드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예 

미국 내 다른 주 , 관할지역 또는 소유지 , 또는 캐나다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 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4 예 

사진이 부착된 미국 군인 신분증 현역 예비역 및 퇴역 군인에 한하여 발급 예 

귀화 또는 시민권 증명서 및 예 

사진이 부착된 고용허가증 또는 예 

영주권 카드 예 

재입국 허가서 예 

난민 여행 서류 예 

사진이 부탁된 뉴욕주 혜택 카드 아니요 

사진이부착되지않은뉴욕주혜택 카드 아니요 

사진이 부착되니 않은 뉴욕주 임시 면허증 허가증 아니요 

뉴욕주 또는 뉴욕시 총기 허가증 아니요 

뉴욕주 전문인 자격증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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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건

• 생년월일 증명서 및 실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명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총점이 6점이어야 합니다. 

성명 및 생년월일 증명 요건에 부합하는 신분증은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면허 증,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입니다. 생년월일 증명서와 실명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 목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 십시오. 

원본 서류 또는 발급 기관에서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한 가지 증명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DMV는 변경 또는 
말소된 서류 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 명세서 및 전자 청구서는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DMV에 귀하의 등록 또는 소유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반드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 면허증,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신분증 원본 및 가장 최근에 발급한 귀하의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면허증,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신분증 사본 을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 및 소유권 획득을 위해 
인정되는 신원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기한이 만료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실명 증명 
포인트 점수 

생년월일 증빙으로 
사용 가능?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운전면허증/운전연습허가증/비운전자 신분증.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년이경과하지 않아야 함. 

예 

부모/보호자가 작성한 DMV 신원 및/또는 거주 확인 진술서(MV-45) - 21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진술서(DMV 담당자 배석 하에 서명). 자세한 내용은MV-45 참조. 

아니요 

DMV 신원 및/또는 거주 확인 진술서 - 정부 또는 정부 승인 기관에서 대리한 신청자의 
경우(MV-45A).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MV-45A 참조. 

아니요 

법인 증빙, 파트너십 증빙, DBA 접수 영수증(자세한 내용은 MV-82.1 참조). 아니요 
유효한 I-551 소인이 찍혀 있거나 비자에 내용이 표시된 외국 여권. 여권은 영어로 되어 있거나 
대사관에서 번역된 것이어야 함. 

예 

미국 비자가 있고 현재 유효한 I-94가 부착된 외국 여권. 여권은 영어로 되어 있거나 대사관에서 
번역된 것이어야 함. 참고: I-94의 상태 코드가 A1, A2, G1 또는 G3인 경우 차량 등록을 하려면 
국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여권 카드.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예 
미국 내 다른 주, 관할지역 또는 소유지, 또는 캐나다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예 

사진이 부착된 미국 군인 신분증(현역, 예비역 및 퇴역 군인에 한하여 발급) 예 
귀화 또는 시민권 증명서(N-550, N-560, N-561 및 N-570) 예 

사진이 부착된 고용허가증(I-688B 또는 I-766) 예 

영주권 카드(I-551) 예 

재입국 허가서(I-327) 예 
난민 여행 서류(I-571) 예 
사진이 부탁된 뉴욕주 혜택/Medicaid 카드 아니요 

사진이부착되지않은뉴욕주혜택/Medicaid 카드 아니요 

사진이 부착되니 않은 뉴욕주 임시 면허증/허가증 아니요 

뉴욕주 또는 뉴욕시 총기 허가증 아니요 

뉴욕주 전문인 자격증 아니요 

신원 확인 증명 
등록 및 소유권 획득용 

본 양식은 dmv.ny.gov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mv.ny.gov/


      

     

    

            

  

  

  

  

    

     

     

       

          

          

     

         

   

           

            

   

         

          

            

         

       

 

        

      

            

    

      

          

     

 

      

         

      

          

      

           

등록 및 소유권 획득을 위해 

인정되는 신원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 기한이 만료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실명 증명 

포인트 점수 

생년월일 증빙으로 

사용 가능 ? 

뉴욕주 등록 서류 차량 또는 선박만 해당 아니요 

뉴욕주 소유권 증서 아니요 

St. Regis Mohawk Tribal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예 

미국 군인 가족 신분증 아니요 

미국 대학 학생증 및 공인 성적표 아니요 

사진이 부착된 미국 고등학교 학생증과 성적표 또는 공인 성적증명서 아니요 

미국 혼인 / 이혼 신고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판결서 아니요 

미국 사회 보장 카드 아니요 

미국 컴퓨터로 인쇄된 급여 명세서 ( 본인의 성명이 있어야 함 ) 아니요 

미국 사원증 아니요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졸 학력 인증서 (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 아니요 

미국 슈퍼마켓 체크 캐쉬 카드 ( 본인의 서명과 사전 인쇄된 성명이 있어야 함 ) 아니요 

미국 조합원증 아니요 

건강 보험 보장을 증빙하는 건강 보험 카드 / 처방 카드 아니요 

( 효력이 발생한 지 최소 2 년이 된 ) 생명 보험 증권 아니요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된 공과금 고지서 . 공과금 고지서는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반복 서비스에 대한 고지서로 정의됩니다 ( 예 : 가정용 전화 또는 휴대폰 고지서 , 전기 , 
쓰레기 , 수도 요금 고지서 ). 신청인당 하나의 공과금 고지서만 허용됩니다 . 

아니요 

사진이 부착된 재향 군인 일반 출입 신분증 아니요 

연방 또는 뉴욕주 소득세 W-2 아니요 

다음 항목들이 동일한 금융 기관에서 발급된 경우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 

 은행 거래 내역서 
 말소 수표 ( 본인 이름 사전 인쇄 ) 
 현금 카드 (ATM) ( 본인 이름이 사전 인쇄되어 있고 서명 포함 ) 

 유효한 주요 신용 카드 

아니요 

사진이 부착된 미국 지자체 신분증 아니요 

미국 영사관의 해외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공인 사본 (FS-240, DS-1350, F-545) 예 

미국출생증명서 ( 주 또는 지역 정부 발행 ) 예 

캐나다 DMV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및 캐나다 출생증명서 예 

유효한 캐나다 여권 (INS 서류 제외 ) 예 

연방정부 공식 부족이 발행한 미국 내 출생을 증명하는 부족 출생증명서 예 

중요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는 손상 또는 훼손된 서류나 수정 또는 삭제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는 날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압수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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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소유권 획득을 위해 
인정되는 신원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기한이 만료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실명 증명 
포인트 점수 

생년월일 증빙으로 
사용 가능? 

뉴욕주 등록 서류 (차량 또는 선박만 해당) 아니요 

뉴욕주 소유권 증서 아니요 

St. Regis Mohawk Tribal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예 

미국 군인 가족 신분증 아니요 

미국 대학 학생증 및 공인 성적표 아니요 

사진이 부착된 미국 고등학교 학생증과 성적표 또는 공인 성적증명서 아니요 

미국 혼인/이혼 신고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판결서 아니요 

미국 사회 보장 카드 아니요 

미국 컴퓨터로 인쇄된 급여 명세서(본인의 성명이 있어야 함) 아니요 

미국 사원증 아니요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졸 학력 인증서(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 아니요 

미국 슈퍼마켓 체크 캐쉬 카드(본인의 서명과 사전 인쇄된 성명이 있어야 함) 아니요 

미국 조합원증 아니요 

건강 보험 보장을 증빙하는 건강 보험 카드/처방 카드 아니요 

(효력이 발생한 지 최소 2년이 된) 생명 보험 증권 아니요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된 공과금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는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반복 서비스에 대한 고지서로 정의됩니다(예: 가정용 전화 또는 휴대폰 고지서, 전기, 
쓰레기, 수도 요금 고지서). 신청인당 하나의 공과금 고지서만 허용됩니다. 

아니요 

사진이 부착된 재향 군인 일반 출입 신분증 아니요 

연방 또는 뉴욕주 소득세 W-2 아니요 

다음 항목들이 동일한 금융 기관에서 발급된 경우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l 은행 거래 내역서 
l 말소 수표(본인 이름 사전 인쇄) 
l 현금 카드(ATM) (본인 이름이 사전 인쇄되어 있고 서명 포함) 
l 유효한 주요 신용 카드 

아니요 

사진이 부착된 미국 지자체 신분증 아니요 

미국 영사관의 해외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공인 사본(FS-240, DS-1350, F-545) 예 

미국출생증명서(주 또는 지역 정부 발행) 예 

캐나다 DMV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및 캐나다 출생증명서 예 

유효한 캐나다 여권(INS 서류 제외) 예 

연방정부 공식 부족이 발행한 미국 내 출생을 증명하는 부족 출생증명서 예 

중요: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DMV는 손상 또는 훼손된 서류나 수정 또는 삭제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DMV는 날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압수합니다.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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