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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면허증(Learner Permit) 취득에 대한 부모 동의서 
 

신청자 성명 (성, 이름, 중간 이름, 접미사) 생년월일 성별 사회보장번호 

    남성 
  여성 

 
 

DC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전화번호 

 Washington, DC   

본인은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가 내가 아는 최대 한도 내에서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와 관계 (하나만 선택) 
  부모 
  법적 보호자* 

*법적 보호자의 경우 법원 명령 번호 기입: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성명  
(이름, 중간 이름, 성, 접미사)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남성 
  여성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DL 또는 ID 번호/발급 주  만료일 이메일 주소 

   

본인은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가 내가 아는 최대 한도 내에서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부모/법적 보호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자:__________________ 

부모/법적 보호자가 DC 거주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가 다른 사람과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DC에서 신청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성명 (증명자) 
(이름, 중간 이름, 성, 접미사)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남성 
  여성 

 

DC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Washington DC  

DC 운전 면허증 번호 또는   
DC ID 카드 번호 

만료일 이메일 주소 

   

본인은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가 내가 아는 최대 한도 내에서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증명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 
 

 
유의사항 및 첨부자료: 부모/법적 보호자/증명인은 위에 명시된 신청자의 DC 주소가 기재된 유효한 DC 운전 면허증 또는 유효한              
                                        DC ID 카드, 그리고 아래 거주 증명서 중 두(2) 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과금 청구서 (수도, 가스, 전기, 기름, 유선방송 요금 청구서) – 이름과 현재 주소가 명시되고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것 
 전화요금 청구서 (무선, 유선 또는 호출기 청구서도 가능) – 신청자의 이름과 현재 주소가 기입되어야 하며,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것 
 등기부등본(Deed) 또는 매매 비용 정산표(Settlement Statement) – 이름과 현재 부동산 주소가 명시된 것  
 아직 만료되지 않은 리스 또는 임차 계약서 - 리스 이용자, 승인된 거주자 또는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람의 이름과 현재 주소가 표시되어야 함 (사본도 가능) 
 최근 12개월 내에 발급된 DC 재산세 청구서 - 이름과 현재 부동산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만료되지 않은 주택 소주자 또는 임차인의 보험 증서 – 이름과 현재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은행 거래 내역서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이름과 현재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관공서 우편물 – 연방 당국 또는 DC 당국에서 받은 우편물(이름과 현재 주소 명시)로서 내용물과 봉투가 포함되어야 함 (최근 60일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DC 차량관리국에서 받은 우편물은 제외  

 

DMV 검사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 
차량관리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