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자격 요건 
참고: 본 정책은 연방 I-9 표준, 연방 ID 표준(2005년 REAL ID 법) 및 미성년자를 위한 미국 국무부 표준을 참조하여 작성되고 수정되었습니다. 

DC One Card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카드를 받으려면 DC One Card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 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원 증명 요건을 충족하려면 아래 나열된 기본 신원 증명 서류를 하나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자는 원본 신분 증명 서류에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거주지 증명 서류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참여하는 기관(예: DC 공공 도서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본이나 스캔한 서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성인(18세 이상)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 

기본 신원 증명 서류(하나 필요) – 유효한 원본이어야 하며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

• 미국 주나 미국령 사모아 및 스웨인즈섬에서 발급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키, 눈 색깔 및 주소 등의 정보와 사진이 있는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 참고: 2014년 봄부터 45일 만료 기간 내에 제시되는 한 임시 DC DMV 페이퍼 면허증(다른 주의 페이퍼 면허증 제외)을
허용합니다.

• 미국 여권이나 여권 카드

•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키, 눈 색깔 및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 미국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ID
카드

• 최소한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미군 카드

• 군인 피부양자 신분증

• 영주권 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 영수증 카드(I-551 양식)

•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된 I-94 양식 또는 I-94A 양식이 있는 외국 여권

• 사진이 있는 고용 허가 서류(카드)(I-766 양식)

허용되는 DC 거주지 증명 서류들(제공된 기본 ID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나 필요) 

원본(온라인 청구서를 컴퓨터에서 인쇄한 것 포함)이어야 하며 유효한 주소(사서함 P.O. boxes는 허용되지 않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난 45일 이내에 발급된 이름과 주소가 있는 공과금 고지서(수도, 가스, 전기, 기름 또는 케이블)

• 급여 명세서 - 지난 45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현재 과세 연도에 대한 DC 세금 원천 징수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은행 거래 내역서 - 현재 DC 집 주소로 지난 45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신청인의 이름이 임차인, 허가된 거주자 또는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만료되지 않은 임대 계약서 - 지난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DC 재산세 청구서 - 지난 12개월 이내에 발급되었고 완전한 원본 서류이어야 함

•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보험 증권 -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으며 지난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범죄자감시국(CSOSA,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 또는 DC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 이름 및
거주지를 증명하는 편지나 카드

• DC 정부에서 재정 지원(TANF,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생활 보조금(SSI), Medicaid SCHIP, 주택 지원)에 관해 최근에 받은 서류 -
45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미성년자(18세 미만) – 신분 증명서류 및 관계 증명서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주 대리인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대리인은 자신의 신원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미성년자 신청인과 자신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유효한 원본 서류(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포함해야 함)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부모 이름이 기재된 미성년자의 출생 증명서

• 입양하는 부모의 이름이 있는 입양 서류

•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설정하는 법원 명령서

• 정부 기관의 미성년자 가정 위탁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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