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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착 신분증 요청서
뉴욕 주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가 없는 경우
신청인 귀하,
국무부로부터 귀하가 새로 발급받게 될 사진 부착 신분증은 뉴욕 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에서 제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DMV 에서 귀하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뉴욕 주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비운전자 신분증을 이미 소지하고 계실 경우, 귀하의
국무부 신청서를 다시 참조하시어 안내사항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유효한 뉴욕 주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비운전자 신분증이 없을 경우, DMV 사무소를 방문해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본 서신과 귀하의 이름, 생년월일 및 서명을 증명할 자료를 소지하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증빙자료를 검토 후, DMV 직원이 사진을 찍고 귀하에게 영수증을 줄 것입니다.
귀하의 영수증에는 DMW 에서 할당한 9 개의 ID 번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국무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원할 경우 DMV 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을 동안 뉴욕 주 비운전자 신분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당 신분증은 미국 전역에서 유효한 개인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DMV 사무소 지시사항:
본 고객은 국무부에서 DMV 로 연결해 드린 것입니다.
상기 고객이 DMV 비운전자 ID 발급도 원할 경우,
MV-44 신청서를 평상시처럼 처리해 주십시오.
고객이 국무부 ID 를 위한 ICO 만을 필요로 할 경우,
MV-44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

성별:

________

어떠한 경우든지, 항상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서명 증빙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본 서신에 제시된 목록에
체크표시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를 표시하십시오. 오른쪽 상단의 공백에 고객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을
정자체로기재하십시오. FS-6T 사본을 본 서신 및 MV-44(필요 시)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십시오. 평상시와 같이
귀하의 서류 묶음에 보관하십시오.
고객이 본인의 FS-6T 사본을 저장하도록 안내하십시오. 국무부에 제출할 고객 신청서에 FS-6T 상에 명시된 고객
ID 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무부 신청서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이를 국무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신분확인 요건
DMV 가 귀하의 사진을 찍기 전, 6 점의 성명 증빙 자료 및 생년월일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빙
자료는 원본 문서이거나 이를 발급한 기관에서 인증한 문서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증빙 자료에 귀하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문서는 하나의 증빙 자료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2 개 이상의 신용카드는 하나의 신용카드로 간주됨).
생년월일 증빙 자료 - 원본 문서만 해당 - 복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건국(Board of Health), 인구동태 통계국(Bureau of Vital Statistics) 또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한 미국 출생신고서.
외국 출생신고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본 문서이거나 발급기관에서 인증한 서류여야 합니다.
사진 부착 미군 신분증
미국 여권
외국 여권(INS 문서 포함)
이민 서류
뉴욕 주 운전면허증/운전연습 허가증/비운전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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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증빙서류 - 원본 문서만 해당 - 복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서 .................................................................................

점수

문서 ..................................................................................

점수



뉴욕 주 사진부착 운전면허증/운전연습
허가증/비운전자 신분증 카드 ........................................... 6



뉴욕 Medicaid/혜택/푸드스탬프 카드, 사진 부착
또는 사진 비포함 ................................................................ 3



21 세 미만일 경우 - DMV 직원의 입회하에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서명한, 진술서(MV-45,
신청자에 대한 생년월일 증빙 자료................................... 6



미국 소셜 시큐리티 카드(반드시 서명 포함)



뉴욕 주/뉴욕 시 총기 허가증 ............................................. 2



성적표 포함 미국 고등학교 신분증 .................................. 2



뉴욕 주 전문가 면허 ........................................................... 2



US 결혼 또는 이혼 신고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요청서 학위 ....................................................... 2



재향 군인 일반 출입 사진 신분증 ..................................... 1



미국 여권(현재 유효하고 증명 가능해야 함) ................... 4



뉴욕 주 임시 면허증 또는 컴퓨터 발급 운전연습
허가증(사진 미포함) ........................................................... 2



뉴욕 주 차량 소유증 ........................................................... 2



뉴욕 주 등록 서류(차량 및 보트만 해당) ......................... 2



사진 포함 운전면허증(다른 UD 주, 관할구/점령국
또는 캐나다 주/영역). 최소 6 개월 동안 유효해야
하며, 만료된 지 12 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함 .............. 2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졸 학력 인증서(GED)...... 1



전산화된 급여 명세서 ........................................................ 1



W-2 양식 .............................................................................. 1



사진부착 미군 신분증 ........................................................ 3



조합원증 .............................................................................. 1



외국 여권 - 영문, 미국 비자 및 유효한 I-94 가
부착되어 있거나 만료되지 않은 I-551 도장이있어야
함. 영문이 아닐 경우, 발급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번역 포함 ................................................... 3



직원 신분증 ......................................................................... 1



미국 건강보험카드/처방전 카드 ....................................... 1



미국 보험 증권(최소 유효기간 2 년) ................................. 1



슈퍼마켓 체크 현금화 카드 (반드시 서명 포함) .............. 1



공과금 청구서(신청사 서명 및 주소 반드시 포함) .......... 1



캐나다 이민 기록 및 비자 또는 영구
입국기록(IMM-1000) .......................................................... 3



미국 재입국 허가서(I-327) ................................................. 3



난민 이동 증서(I-571) ......................................................... 3



시민권 증명서(N-560, N-561, 또는 N-645) ....................... 3



귀화 증명서(N-550, N-570, 또는 N-578) ........................... 3



현재 유효한 주요 카드사 미국 신용카드 ......................... 1



유효한 영구 외국인 거주증(INS I-551, 사진) ................... 3



취소된 수표(기인쇄된 신청자 성명 포함) ........................ 1



유효한 고용 허가증(INS I-688B, I-766, 사진 부착).......... 3



은행 내역서/기록 ................................................................ 1



현금 카드(ATM) (반드시 기인쇄된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해야 함) ........................................................................ 1

동일한 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서 발행한 다음 서류는
한 가지만 허용합니다:

경고: DMV 는 변경 또는 삭제된 내용이 포함된 서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압수되거나 평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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