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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 일반 운전 면허증용 REAL ID 표시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올림피아 – 5 월에 Department of Licensing(DOL, 면허청)은 주 전역에서 여섯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올 여름부터 시작될 일반 운전 면허증 및 ID 카드의 표시 제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번 규칙 제정은 모든 주가 2020 년 10 월까지 준수해야 하는
연방 REAL ID Act (리얼 아이디, 진정신분증법)안 요건의 일부 사항입니다.
공청회는 5 월 8–11 일과 5 월 22 일 및 23 일에 레이시, 켄트, 스포캔, 케너윅, 마운트 버논,
야키마에서 열립니다. 공청회 의제로는 전반적인 REAL ID 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이며 뒤에 표시에 관한 정식 공청회가 이어집니다.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제안된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링크가 DOL 웹 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7 월 1 일부터 DOL 은 모든 일반 운전 면허증과 ID 카드에 제안된 언어로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계획입니다. 연방 Real ID 법에 따라
주정부는 Real ID 법을 준수하지 않는 신원 확인 서류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2020 년 10 월
1 일부터 일반 운전 면허증과 ID 카드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군사 기지 및 원자력 발전소 등
보안 연방 건물 출입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공청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 년 5 월 8 일
오후 2 시 30 분
Lacey City Hall
College St SE
Lacey, WA 98503
2018 년 5 월 9 일
오전 10 시
Kent Memorial Park
850 N. Central Ave.
Kent, WA 98032
2018 년 5 월 10 일
오전 9 시
Spokane City Hall
808 W. Spokane Falls Blvd.
Spokane, WA 99201

2018 년 5 월 11 일
오전 9 시
Southridge Sports & Event Complex
2901 Southridge Blvd #A
Kennewick, WA 99338
2018 년 5 월 22 일
오후 6 시
Skagit Station Community Room
105 E. Kincaid
Mount Vernon, WA 98273
2018 년 5 월 23 일
오후 6 시
Laborers International Union Hall
507 South 3rd Street
Yakima, WA 98901
워싱턴 주의 Enhanced Driver License(EDL, 강화된 운전 면허증)와 Enhanced ID(EID, 강화된
ID 카드)는 여권, 영주권, 군인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Real ID 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REAL ID 발급에 필요한 연방 정부에서 승인하는 서류 및 정보와 해당 법안이 워싱턴 주에
의미하는 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OL 웹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