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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라이트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그린 라이트 법(공식명: 운전면허 취득과 사생활 법-Driver’s License Access and Privacy Act)는 합법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뉴욕주 표준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합니다 – 다른 신청자들과 동일한 

신청 과정, 시험을 거치고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표준 운전면허증(Standard Driver’s License)이란? 
 

표준 운전면허증은 뉴욕주가 이미 발급하고 있는 한 종류입니다. 

면허증엔 “연방 차원의 사용은 불허”라고 확실하게 적혀 있으며 국내선 

항공편 이용이나 기타 연방 차원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류미비자만을 위한 다른 종류의 면허증은 아닙니다. 
 
서류미비자들이 언제부터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한가? 
 

새 법은 제정된 후 180 일이 경과하면 발효됩니다. 이는 차량국(DMV)이 그때까지 합법 이민 신분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청서를 접수할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신청인은 필기와 도로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셜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수개월간 차량국 커미셔너는 그린 라이트 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차량국이 

만든 가이드 라인이 공개되면 그린 라이트 연맹은 새로운 차량국 규정과 새로 자격을 갖춘 운전면허증 

신청인이 취득하는 방법을 커뮤니티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새로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현재는 신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뉴욕주 운전자 안내서(NYS Driver's Manual)로 공부하고 필기시험 연습(영어로만 제공) 

✔  운전 교육과 신청 수수료를 위한 현금 비축  

✔  여권이나 영사관 발급 신분증이 만료되지 않았고 향후 신청 시점에서 유효하도록 확인하고 준비 

✔  추가 증거로서 차량국에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의 수집을 시작. 예를 들면: 성적표와 함께 

사진있는 학생증, 급여 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건강 보험 카드, 공과금 고지서, 현행 임대 

계약서 및 개인 세금 보고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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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국은 개인 신상 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과 공유하는가? 
 

그린 라이트 법에는 몇 가지 개인 신상 보호 조항들이 있습니다. 새 법은 특히 이민 단속 기관의 차량국 

자료 접근을 불허하고 어느 누구도 차량국 자료 또는 정보를 받거나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개인 신청인의 정보는 법원 명령, 사법 기관 영장 또는 유효한 소환장 

(이민단속국(ICE)의 행정상의 “영장”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린 라이트 법은 

강력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단속 기관이 차량국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할지의 여부를 완전히 미리 알 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청인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면허증을 신청하면서 당면할 위험과 혜택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see our privacy protections fact sheet.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운티 서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지역 차량국 사무실을 관장하는 일부 카운티 서기관은 그린 라이트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전까진 특정 지역 차량국에선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 신청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 라이트 연맹은 카운티 서기관의 반발에 처한 지역의 커뮤니티 주민들을 지원하여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활동할 방침입니다.   
 
그린 라이트 연맹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연맹은 그린 라이트 법이 완전히 실행되도록 확인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주변인들이 그린 라이트 법 실행과 연관한 새로운 진행 상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티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서류미비자들을 돕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류미비자 주민들과 연대하는 활동가들은 새 정책에 직접 영향을 대표하는 그룹과 지역 그린 라이트 

연맹 대표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증 신청이 안전하지 않은 차량국이 

있는 지역에선 다른 차량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린 라이트 법이 뉴욕주에 불러올 긍정적인 이득에 대하여 유권자를 포함한 일반 주민에게 교육하고 

찬성표를 행사한 정치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가들은 오직 표준 운전면허증 신청만 

가능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표시로 본인도 리얼 아이디나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대신 표준 

운전면허증만 신청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