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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이 민권센터 권익옹호 활동에 쓰여집니다. 

그린 라이트 뉴욕: 모두가 함께 운전 
민권센터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성취했습니다!  

12월 16일 그린라이트 법 발효 이후 새로이 면허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그린 라이트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그린 라이트 법(공식명: 운전면허 취득과 사생활 법-Driver’s License Access and Privacy Act)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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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신청자들은 임시 면허증(Learner’s Permit)을 신청하고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운전자 교육 코스를 수강하고 

도로 주행 시험 통과와 함께 신분, 나이 및 거주지를 증명하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소지한 신청자는-기간 만료 2년 이하- 별도의 필기 시험, 운전 연습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뉴욕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소셜 번호(SSN)가 없는 신청자는 더이상 이를 제시할 의무가 없지만 소셜 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차량국(DMV)은 점수제를 적용하여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차량국은 기존의 미국 발급 증빙서와 더불어 외국 

발행 증빙서도 인정합니다. 부여되는 점수는 증빙서 종류에따라 다르며 총 6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이를 증명해야 

하며 거주지를 증명하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거나 공증된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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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증빙서의 예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 

➔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4점, 나이 증명 가능)  

➔ 만료되지 않은 영사관 신분증 (4점, 나이 증명 가능)  

➔ 만료되지 않았거나 만료된지 24개월 이하인 외국 운전 면허증  (4점, 나이 증명 가능) 

➔ 외국 학교 성적표 혹은 학교 재적 기록 (1점) - 사진이 있을 경우 (2점) 

➔ 사진이 있는 시정부 발행 신분증(1점, 거주지 증명 가능)    

➔ 세금 보고 서류: 국세청 세금 증명서(IRS Tax Transcript), 납세 신고서(Tax Return), 

개인납세자번호 발급 서한(ITIN Issuance Letter), 임금 및 소득 증명서(Wage and Income 

Transcript) (1점, 거주지 증명 가능) 

➔ 고등학교 학생증과 성적표 (2점) 

전체 목록은 차량국(DMV)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으며 신속한 참조를 위해 작성된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ProPFL 
 

차량국은 개인 신상 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과 공유하는가? 

그린 라이트 법에는 몇 가지 개인 신상 보호 조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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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e our privacy protections fact sheet. 
 
 
 
 
 
 

모든 차량국이 새 법률의 의거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신청인들에게 안전한가? 
 

일부 차량국의 몇몇 서기관들은 공공연하게 그린 라이트 법의 실행에 협조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서류미비 

신청인들을 이민 단속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행동이며 새 정책 실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이들은 법적 처벌을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서류미비자들이 특정 지역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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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연맹의 일원으로, 우리는 면허증 발급을 통제하려 하는 일부 지역 차량국 직원들의 반발을 마주한 

커뮤니티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역 내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 거주지의 차량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차량국에서 

신청하시길 권고합니다. 다음 카운티들은 뉴욕주 산하의 차량국이 있는 지역으로 서기관들에 의해 제지당할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카운티입니다: 올바니, 브롱스, 킹스, 나소, 뉴욕, 오논다가, 퀸즈, 리치몬드, 라크랜드, 서포크, 

웨스트체스터.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 dmv.ny.gov 에 방문하시면 신청 방법,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차량국 위치를 알 수 

있고 온라인 방문약속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이민자 지원국 핫라인, 1-800-566-7636, 으로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사기와 불법 피해는 뉴욕 검찰청으로 신고하세요  1-866-390-2992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직접 면허증을 신청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을 돕겠다며  은행 구좌 정보 등을 물어보거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비용을 지불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