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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시간, 주 7일 온라인 사용 
www.dmv.ca.gov:

• 자동차 등록 갱신.
•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카드 갱신.
• 등록 수수료 계산.
• 자동차 등록 보험 지급정지 정보 확인 & 

업데이트.
• 운전 면허 필기 모의 시험 응시.
• 특별 차량 번호판 주문.
• 양식, 광고책자 및 핸드북 사용.
• 차량국 (DMV) 관련 질문 및 답변 사용.
• 예약 신청 (상업 차량 면허 제외 *).

하루 24시간, 주 7일 제공되는 자동 
음성 안내는 1-800-777-0133 으로 
문의하십시오:

• 예 (상업 차량 면허 제외*).
•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십시오. 

갱신 공지는 갱신  ID 번호 (RIN)을 사용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양식 및 출판물 습득.
• 일반 정보 듣기.
• 자동차 등록 보험 지급정지 정보 확인 & 

업데이트.

*상업 차량 면허증 시험 예약 또는 상담원 연결은 
1-800-777-0133 으로 국내 운영 시간에 
문의하십시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청각 장애 통신 서비스 (TTY) 1-800-368-4327.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차량국은 정보의 손실, 오용, 비허가 접근, 또는 
변경을 피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www.dmv.ca.gov의 
페이지 하단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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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변경 8A

비자 E1/E2 
그리고 L1/L2
(및 기타) 소지 
신청자들의 추가 
사회 보장 정보

소셜 시큐리티 번호
보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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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번호 

자격 확인

국토 보안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를 
통하여 법적 신분 및 사회 보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차량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는 필요에 따라, 귀하의 운전 면허 또는 
신분증 카드(DL/ID) 신청 시, 사회 보장 
번호 (SSN)을 수집합니다.

차량국 (DMV)는 귀하께서 차량국 (DMV) 
오피스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귀하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사회 보장 번호 (SSN)
을 사회 보장 관리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과 국토 보안국 
(DH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일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귀하의 
미성년 자녀가  사회 보장 번호 (SSN)의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사회 보장 관리국 
(SSA)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 필드 오피스 
직원이 적합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카드 (DL/ID) 문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만일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귀하의 
미성년 자녀가  사회 보장 번호 (SSN)의 
발급 대상이나, 사회 보장 번호 (SSN)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사회 보장 관리국 
(SSA)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 필드 오피스 
직원은 귀하의 사회 보장 번호 (SSN) 
습득이 완료되거나 또는 차량국 (DMV) 
발행 유닛을 (Issuance Unit) 통한 사회 
보장 번호 (SSN) 불필요 확인을 받기까지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카드 (DL/ID) 
문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특정 비자 유형(E1/E2와 L1/L2의 경우)
를 소지한 개인의 부양자인 경우, 사회 
보장 번호 (SSN)의 발급 대상이 아니나 
차량국 (DMV) 시스템 응답 시 “사회 보장 
번호 (SSN) 필요”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이 개인과 부양자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법적 신분 문서의 이차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새크라멘토 (Sacramento)
에 위치한 차량국 (DMV) 발행 유닛에서 
처리됩니다. 차량국 (DMV) 발행 유닛에서 
문서를 수령하여 처리하기까지의 기간은, 
차량국 (DMV) 필드 오피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날로부터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주의 대기 기간을 초과하신 
경우, 귀하의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카드 
(DL/ID) 처리 진행 상태에 관하여 차량국 
(DMV) 발행 유닛 (916) 657-7790 으로 
문의하십시오.  

리소스
사회 보장 관리국 (SSA)

사회 보장 카드는  사회 보장 관리국 (SSA)
에서 발급됩니다. 사회 보장 관리국 (SSA) 
문의:

• 전화 1-800-772-1213.
• 지역 사회 보장 관리국 (SSA) 오피스 

방문.
• 사회 보장 관리국 (SSA) 웹사이트    

www.ssa.gov 를 방문하십시오.

국토 보안국 (DHS)

귀하의 생년 월일/법적 신분 문서를 
교체하셔야 할 경우, 미합중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국토 보안국 (DHS), 국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375-5283로 문의하십시오.
지역 미합중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 오피스 목록은 www.uscis.gov 
을 방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

방문 예약, 오피스 운영 시간, 및 위치:
• 웹사이트 www.dmv.ca.gov 를 

방문하십시오.
• 전화 1-800-777-0133. 
• 언어 및 청각 장애 서비스는 오직  

청각 장애 통신 서비스 (TTY)  
1-800-368-4327만 가능합니다.

참조: 모든 전화번호는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 당  사 항 과  관 련 한  추 가  책 자 는  
www.dmv.ca.gov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