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호자에 의한 신원 및/또는 거주 확인 진술서
dmv.ny.gov
귀하가 21세 미만 이고, ID-44 나 ID-82 중 어느쪽에서든지 충분한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십
시오.
모든 운전허가증, 면허증, REAL ID 혹은 개선된 문서와 함께 거주 증명이 요구됩니다.
ä 21세 미만인 사람의 이름 또는 부모/보호자 이름으REAL ID로 되어 있는 사람의 추가 거주지 증명서는 반드시
이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 단계를 준수하여 귀하의 신원이나 거주지 또는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ä 귀하는 이 양식을 사용할 때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차량국에 모셔와야 합니다.
ä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차량국 담당자의 입회하에 아래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ä 귀하는 이 양식과 함께 귀하의 생년월일이 담긴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가 면허, 허가증, 혹은
비운전자 REAL ID 신청하려면 양식 ID-44의 사회보장카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ä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원 증명을 위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유
효한 뉴욕 주 운전면허증, 운전연습허가증, 비운전자 REAL ID 제출하거나 양식 ID-44에 표시된 신원 확인 요
건 증명을 충족해야 합니다.

ä 중요: 차량국 담당자가 입회하기 전에는 이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증명:
나,

,는
(부모/보호자 이름)

의 부모/법적 후견인으로서 인증합니다. 신청자의 주소
(신청자 이름)

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이것이 신청자의 이름이며 신청자는 위의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이 사람은 운
전연습허가증, 비운전자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다른 이의 이름으로 취득했거나 신청한 적이 없습
니다. 본인은 본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거나 허위 내용이 있는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
는 행위는 형사 범죄로 처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보호자 서명

X

여기에 부모/보호자 이름 기입:
운전면허증, 운전연습허가증, 비운전자 신분증의 식별번호:
우편주소
정자체 기입

중요: 차량국 담당자가 입회하기 전에는 이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신청자 서명

X
OFFICE USE ONLY

Proofs of Identity Presented by Parent/Guardian:

o Birth Certificate
o Foreign Passport
o Other:

o NYS Photo Document
o DHS Document(s) o Major Credit Card
o US Passport
o Utility Bill
o Social Security Card
o ATM Car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Person Accepting Proof
MV-45K (9/19)

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기 기증자가 되세요 donatelife.ny.gov를 방문하세요

Date: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