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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의
신원 및 거주지 확인 요건
보안 신원 증명서의 발급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된 전국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펜실베이니아주는 펜실
베이니아주 운전면허증, 연습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신청하는 미국 시민 또는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 또
는 신분증을 전환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미국 시민인 경우 연령 요건

비영업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자는 최소한 16세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신청하는 자는 최소한 10세이어야 합니다.

비영업용 운전면허증을 전환하는 자는 최소한 16세 반이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연습면허증을 신청하는 자는 최소한 16세이어야 합니다.
다른 주의 연습면허증은 펜실베이니아주의 것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전환하는 자는 주 내에서의 운전을 위해 최소한 18세이거나 주 간의 운
전을 위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주민

펜실베이니아주의 18세 미만 거주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 A의 신분 증명 형식 중 하나
사회보장 카드

귀하가 18세 이상으로서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민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목록 A의 신분 증명 형식 중 하나

목록 B의 거주 증빙 형식 두 가지
사회보장 카드

펜실베이니아주의 신규 주민
미국의 다른 주에서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신규 주민은 반드시 PA로
이사 온 후 60일 이내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 및/또는 신
분증을 포기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신규 주민이고 전에 거주하였던 주의 운전면허증 기한이 6개월 전에 만기되었거나
전에 거주하였던 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PA의 연습면허증을 신청하고 시력 검사, 필
기 및 주행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국령 또는 미국 점유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펜실베이니아
주의 신규 주민은 그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PA 비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영업용 운전면허증(CDL)을 소지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신규 주민
은 그 CDL을 PA CDL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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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18세 미만으로서 펜실베이니아주의 신규 주민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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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의 운전면허증 및/또는 신분증

18세 이상으로서 펜실베이니아주의 신규 주민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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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의 운전면허증 및/또는 신분증

목록 A:
미국 시민인 경우 인정 가능한 신분 증빙 형식:

		




요철 명문 날인된 출생 증명서(미국령 또는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공인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미국 출생 증명서. 비미국 출생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 증명서(INS Form N-560)

귀화증명서(INS Form N-550 또는 N-570)
유효한 미국 여권

참고: 	유효한 여권과 원본 서류만 인정됩니다. 원본 서류에 있는 성명이 현재 성명과 다를 경우 두
이름의 대상이 동일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 증명서, 이혼 증명서, 또는 법원 명령
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 B:
18세 이상의 신청자인 경우 인정 가능한 거주 증빙 서류 목록:




세금 기록

		



임대차 계약서 		



대출 계약서			



W-2 양식

현행 무기 허가서

현재 유틸리티 영수증
(수도, 가스, 전기, 유선방송 요금 등)

참고: 현재 유틸리티 영수증: 휴대전화 또는 호출기 영수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타인과 동거하고 있
기 때문에 귀하의 명의로 된 요금 청구서가 없는 경우에도 귀하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두 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증빙은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진 동거인을 운전면
허 센터(Driver License Center)로 대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증빙은 귀하의 성함과 주소가 적혀있
는 공식 우편(은행 계좌 내역서, 납세 고지서, 잡지 등)과 같은 거주 증빙입니다. 제공된 주소는 반드
시 함께 거주 중인 분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
모든 서류는 같은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서류들에 있는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서류
들 사이의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예: 혼인 증명서, 개명 법원
명령서, 이혼 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