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증명서 신청 방법:
운전연습 허가증

운전면허증

ENHANCED

REAL ID

비운전자 신분증

STANDARD
NOT FOR
FEDERAL PURPOSES

●

●
●

국내선 탑승 시 또는 연방 건물 출입 시
허용
추가 비용 없음
자격 요건: 사회보장 증빙, 시민권 증빙,
합법적 신분 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 2부,
이름 증빙 6점.

●

국내선 탑승 시 또는 연방 건물 출입 시
허용

●

●

미국 영토/영해 통과 시 허용

●

●

미국 시민 전용 제공

●

●
●

추가 요금 $30
자격 요건: 사회보장 증빙, 시민권 증빙,
거주사실 증명서 2부, 이름 증빙 6점.

●

국내선 탑승 시 또는 연방 건물 출입 시에는
허용되지 않음
연방당국에서 인정되지 않은 신분증
추가 비용 없음
자격 요건: 생년월일 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 1부, 이름 증빙 6점. (CDL 및
비운전자 신분증 요건은 4페이지 참조)

REAL ID 또는 Enhance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mv.ny.gov/realid를 방문하십시오
참고:

●
●

원본 서류 또는 발행 기관에서 인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DMV에서는 만료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섹션 A: 아래에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 한(1) 건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된 증빙에 대해 이름 증빙 점수를 표시하십시오.

➙

상자에 표시하여 DMV 사무실에 가져올 계획인 서류들을 추적 확인하십시오.
미국에서 사회 보장 카드
사회보장 부적격 통지(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요건 참조)
사회보장번호(NSS-1 또는 NSS-1A)가 미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 *
카드 없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번호는 MV-44에 인쇄로 기재되어야 함) *

이름 증빙
점수 값

2
0
0
0

* Enhanced 또는 REAL ID 서류에 대해 사용 불가
섹션 B: 아래 카테고리 중 하나에서 한(1) 건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모든 증빙은 생년월일 증빙으로 처리됩니다.
선택된 증빙에 대해 이름 증빙 점수를 표시하십시오.

➙

시민권 증빙: 상자에 표시하여 DMV 사무실에 가져올 계획인 서류들을 추적 확인하십시오.

미국
귀화
미국
미국

➙

여권 또는 여권 카드
또는 시민권 증명서(N-550, N-560, N-561 및 N-570)
출생증명서(주 또는 지역 정부 발행)
영사관의 해외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공인 사본(FS-240, DS-1350, F-545)
합법적 신분 증빙: 상자에 표시하여 DMV 사무실에 가져올 계획인 서류들을 추적 확인하십시오.

(Enhanced에 대해 사용 불가)

이름 증빙
점수 값

4
3
0
0
이름 증빙
점수 값

외국 여권(자세한 정보는 3페이지의 외국 여권 요건 참조)

4

유효 영주권 카드 I-551

3

➙

6 C.F.R. 37.3 에 의해 정의된 유효한 미국 합법적 신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승인한 서류(예: I-797)와 함께 제공되는 사진이 붙은 고용 허가 카드(I-688B 또는 I-766)
출입국 관리국(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붙은(반드시 유효한) 고용 허가 카
드(I-688B 또는 I-766) (REAL ID에 대해 사용 불가)
생년월일 증빙만 해당: 상자에 표시하여 DMV 사무실에 가져올 계획인 서류들을 추적 확인하십시오.
(Enhanced, REAL ID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에 대해 사용 불가)

3
3
이름 증빙
점수 값

외국 출생증명서(공공기관에서 발급)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료된 지 2년 미만이어야 함)

0
2

출입국 관리국/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붙은(만료된 지 2년 미만) 고용 허가 카드(I-688B 또는 I-766)

2

St. Regis Mohawk Tribal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
0

연방정부 공식 부족이 발행한 미국 내 출생을 증명하는 부족 출생증명서
공인 ID 서류
사진이 있는 외국인 운전면허증.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국경 통과 허가증 카드
사진이 부착된 미국 군인 신분증(현역 군인, 예비군, 퇴역군에게만 발급됨)
미국 내 다른 주, 관할지역 또는 소유지, 또는 캐나다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운전연습
허가증/비운전자 신분증.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4
4
3
3
4

섹션 A 및 B에 표시한 이름 증빙 점수 함께 추가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신청하려는 서류에 대한 거주 요건에 부합하는 섹션 C를 사용하십시오.
●
총점이 6점 미만인 경우 총 6점 이상이 되는 섹션 C의 추가 증빙을 제시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신청 서류에 필요한
거주사실 증명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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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C: 뉴욕주 거주사실 증빙 및 추가 이름 증빙

Enhanced 또는 REAL ID 서류에 대해 거주사실 증명서 2부 또는 일반 면허증 또는 허가증에 대한 거주사실 증명서를 1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주소는 거주사실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서류에 미리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서함 은 불가). 전자 명세서 및
전자 청구서는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증빙서류는 하나씩만 인정됩니다.

뉴욕주 거주사실
증명서

이름 증빙
점수 값

뉴욕주 운전면허증/허가증/비운전자 신분증.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예

6

21세 미만인 경우 DMV 양식 부모/보호자에 의한 신원 및/또는 거주사실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 and/or
Residence by Parent/Guardian)(MV-45)

예

4

DMV 신원 및/또는 거주사실 진술서(MV-45A) - 정부 또는 정부 승인 기관에서 대리한 신청자의 경우

예

4

DMV 신원 진술서(MV-45B) - 권리가 박탈된 노숙 청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

예

4

뉴욕주 소유권 증서

예

2

뉴욕주 전문인 자격증

예

2

뉴욕주/뉴욕시 권총 허가증

예

2

미국 고등학교 신분증(사진 부착)과 함께 성적표 또는 공식 성적증명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2

미국 대학 학생증 및 공인 성적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2

은행 거래 내역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1

취소된 수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1

컴퓨터로 인쇄한 미국 급여명세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1

예

1

(효력이 발생한 지 최소 2년이 된) 생명 보험 증권 또는 최근 명세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1

공과금 영수증

1

연방 또는 뉴욕주 소득세 W-2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1

IRS 납세 증명서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발급 통지서 *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1

연례 사회보장 명세서(SSA-1099)

예 (당해연도)

1

연방 또는 뉴욕주 소득세 또는 소득 명세서(SSA-1099, SSA-1098)

예 (당해연도)

0

예

0

생활 보조 또는 요양원 명세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신용카드 명세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주택 소유자/임대업자 보험의 최근 증빙 서류(증권, 청구 증명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배심원 의무 고지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NYS 주소 및 서명이 포함된 의료진 증명서 (CDL 건강 검진 요건)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예

0

소인이 찍힌 우편

예 (1년 이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

0

현재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증빙 서류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재산 증서

예

0

현 연도의 재산세 또는 교육세 고지서 또는 영수증(우편물 발송 부분 및 재산세 납부 대상을 명시
하고 있는 부분에 현재 주소가 반영되어 있어야 함).

예

0

주거 임대 계약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퇴직 내역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선발 징병 카드
보충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명세서

예

0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실업 복지 혜택 명세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투표자 등록 통지 카드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0

복지 혜택 명세서
부모/배우자 신분증(같은 성 또는 관계 증명)

예 (1년 이내 발급된 경우)

0

예

0

아니요

3
3

상자에 표시하여 DMV 사무실에 가져올 계획인 서류들을 추적 확인하십시오.

미국 지역 신분증(사진 부착)

DMV 거주사실 증명서(MV-44NYR) **

현재 효력이 있는 군 명령서

사진이 부착된 미국 군인 신분증(현역 군인, 예비군, 퇴역군에게만 발급됨)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 서류(I-571)
사진이 부착된 뉴욕주 혜택/Medicaid 카드
뉴욕주 임시 운전면허증/허가증/비운전자 신분증, 사진 제외
뉴욕주 등록 서류(차량 또는 선박만 해당)
미국 내 다른 주, 관할지역 또는 소유지, 또는 캐나다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운전
면허증/운전연습 허가증/비운전자 신분증.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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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3
3

아니요
아니요

2
2

아니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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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C: 뉴욕주 거주사실 증빙 및 추가 이름 증빙(계속)
Enhanced 또는 REAL ID 서류에 대해 거주사실 증명서 2부 또는 일반 면허증 또는 허가증에 대한 거주사실 증명서를 1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주소는 거주사실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서류에 미리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서함 은 불가). 전자
명세서 및 전자 청구서는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증빙서류는 하나씩만 인정됩니다.

상자에 표시하여 DMV 사무실에 가져올 계획인 서류들을 추적 확인하십시오.
미국 혼인 또는 이혼 기록서(주 또는 지역 정부에서 발급)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개명 판결서
외국 혼인/이혼 신고서(공공기관에서 발급)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판결서 *
미국 군인 피부양자 확인증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뉴욕주 혜택/Medicaid 카드
현금 카드(ATM) (서명과 사전 인쇄된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유효한 주요 신용카드
미국에서 사원증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미국 슈퍼마켓 수표 현금화 카드(Check Cashing Card) (서명과 미리 인쇄된 이름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미국 노조 카드
사진이 부착된 재향 군인 일반 출입 신분증
건강 보험 보장을 증빙하는 건강 보험 카드/처방 카드
신청자가 당사자로 지명된 미국 법원 서류 *
사진이 있는 외국 학교 성적표/생활기록부 *
사진이 없는 외국 학교 성적표/생활기록부 *

* Enhanced 또는 REAL ID 서류에 대해 사용 불가

뉴욕주 거주사실
증명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름 증빙
점수 값

2
2
2
2
1
1
1
1
1
1
1
1
1
2
1

** Standard 서류에 대해 사용 불가

섹션 A, B 및 C에 표시한 이름 증빙 점수를 함께 추가(총 6점 이상)
모든 신청자 필수 사항:
1. 허가증,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신청서(양식 MV-44)를 작성합니다.
2. 필수 신원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뉴욕주 DMV의 온라인 서류 안내서는 dmv.n.y.gov/DocumentGuide를 방문하거나 허용되는
증빙은 1-3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3. 면허증 및 운전연습 허가증 신청자는 시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용 카드, 현금 또는 “Commissioner of Motor Vehicles” 앞으로 발행한 수표나 우편환(머니 오더)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요건:
●

사회보장 자격 요건(REAL ID만 해당):
s 사회보장카드 부적격자일 경우,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사무소 내방 30일 이내에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귀하가 사회보장카드 소지 부적
격자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부적격자임을 판단
하기 위해 SSA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s 중복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또는 해당 지역의 SSA 사무소

●

●

주소는 www.ssa.gov를 참조하십시오.

●

●

●

외국어 서류:
s 외국어로 된 서류에는 공증을 받은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ENHANCED 및 REAL ID 요건:
법적 성명:
s 1페이지 섹션 B의 서류는 신청자의 전체 이름, 전체 중간이름
(해당되는 경우) 및 전체 성과 칭호(해당되는 경우)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성명이 카드에 표시됩니다.
■ 이름이 이 서류에 표시된 이름에서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원본 또는 등본(혼인 증명서, 이혼
판결서, 법원에서 발행한 서류)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개명된 경우 모든 이름의 변경 과정을 증빙하는 여러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 여권:
s 합법적 체류 신분의 증빙으로 외국 여권을 제출할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유효한 비자 및 이민귀화국/국토안보부가 발급한 I-94 또는
세관국경순찰대(Customs & Border Patrol)가 발부한 스탬프
■ 유효한 I-551 스탬프 - 국토안보부 검증으로 확인된
합법적 체류 신분의 종류
■ 비자에 대한 유효 I-551 진술서 - 국토안보부검증으로
확인된 합법적 체류 신분의 종류
s 동봉된 서류가 없는 외국인 여권은 생년월일 증빙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 신분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Enhanced 또는 REAL ID 서류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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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훼손된 서류:
s DMV는 손상 또는 훼손된 서류나 변경 또는 삭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DMV는 날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압수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또는 유형당 한 건의 증빙서류:
s DMV는 같은 유형의 증빙서류 또는 같은 출처의 서류를 하나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DMV는 한 건의 주요 신용 카드 명세서
또는 한 건의 공과금 청구서만 인정합니다. DMV는 같은 금융
기관의 은행 명세서 및 신용 카드 명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 뉴욕주 주소:
s 각 서류에는 뉴욕주의 현재 주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s 우편 사서함으로 된 주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s REAL ID 또는 Enhanced 서류에 현 주소가 기재될 것입니다.
임시 합법적 체류 신분:
s 임시 합법적 체류 신분인 경우 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추가 사회보장카드 옵션:
s 유효한 뉴욕주 신분증(사진 부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카드 대신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전체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서류는 발급일과 상관없이 이 용도에 적합합니다.
■ 연방 또는 뉴욕주 소득세 W-2
■ 연례 사회보장 명세서(SSA-1099)
■ 연방 또는 뉴욕주 소득세 또는 소득 명세서(SSA-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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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운전연습 허가증 - D(사륜차운전자) 또는 M(이륜차)등급:
• 필기 시험 및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 및
연습 시험은 웹 사이트 dmv.ny.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6세 이상이어야 운전연습 허가증 또는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세 또는 17세로서,17세가 아니고 운전자 교육
이수증(Driver Education Certificate of Completion, 양식
MV-285)이 없을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규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유효한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임시 합법적 지위 부여 대상자이거나 REAL ID 신청자는
임시 합법적 지위 서류에 기재된 만기일 이전에 만료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비운전자 신분증:
• 시민권 또는 법적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 Standard 서류의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비운전자 신분증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충 보장 소득(SSI) 수혜자는 사무소로 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조건:
DJ 또는 MJ 면허증에서 D 또는 M 면허증으로 변경:
• 17세인 경우, 운전자 교육 이수증을 지참(양식 MV-285).
18세인 경우 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상위 등급 면허증 또는 면허증 등급 추가:
• E등급 면허증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추가 면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A, B 또는 C등급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General Knowledge
CDL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CDL Endorsement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 및 B등급 면허증에는
운전연습 허가증 및 실기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거주지의 합법적 신분과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 표준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합법적 신분 증명으로
고용 승인 카드(I-688B 또는 I-766)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arm 보증(F 또는 G) 또는 Tow Truck 보증(W)을 신청할
경우, C등급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표준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거주사실 증빙으로
뉴욕주 사진 서류 갱신 초대장(MV-2)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외 타주 면허증에서 옮겨 온 뉴욕주 면허증:
• 필기 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 면제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6개월간 유효하고 2년 미만인 다른 미국 주, 미국 관할권,
캐나다 주 또는 캐나다 영토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면허증을 발급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면허증을 6개월 이상
소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운전 기록 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뉴욕주에서 귀하의 만료된 면허증을 보유하게 됩니다.
• 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조건:
기존 뉴욕주 사진 서류에 기재된 이름:
• 미국 혼인 또는 미국 이혼 신고서 원본 또는 법원에서 발급된
새 이름이 기재된 이름 변경 판결문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뉴욕주 사진 서류에 기재된 다른 항목:
• 추가 변경 옵션 사이트 https://dmv.ny.gov/amend

갱신 조건:
운전연습 허가증 - D(사륜차운전자) 또는 M(이륜차)등급:
• 최근 2년 이내에 필기 시험을 통과했어야 합니다.

교체 조건:
뉴욕주 사진 서류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 DMV는 대체 서류 신청 전 도난 당한 서류를 현지 치안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무소에 내방하시기 전, 도난당한
서류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경찰 보고서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운전면허증:
• 신청자는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인 시력
검사(Vision Registry) 제공자로부터 시력 검사를 받아
통과했다면 dmv.ny.gov에서 온라인으로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운전자 신분증:
• 비운전자 신분증은 온라인으로 dmv.ny.gov에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
모든 비용은 예상액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서류 발급 후 결정됩니다.
운전연습 허가증(DJ/D 또는 MJ/M등급)

$136.00

면허증(D 또는 M등급)

$98.50

면허증(CDL 또는 E등급)

$180.50

비운전자 신분증

$13.00

비운전자 신분증[보충적 소득 보장(SSI) 수령자]

$6.50
$153.00*

상위 등급의 면허증으로 업그레이드(CDL 또는 E등급)
면허증/허가증 교체

$17.50

비운전자 신분증 교체

$8.00

비운전자 신분증 교체[보충적 소득 보장(SSI) 수령자]

$6.50

면허증/허가증 변경

$17.50

비운전자 신분증 변경
참고: 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Enhanced 서류
처리에는 $30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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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은 다음
금액을 넘지 않음

$5.00

*필기 및 도로 주행 테스트 비용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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