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민들을 위한
REAL ID 안내서

REAL ID는 2021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D2021WA.com/ko 에서
찾아보세요.

REAL ID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2005 년에 제정된 미국 법률로, 모든 주 정부는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 및 군사기지와 같은 일부 연방 정부 시설 출입 시 새로운
신분 확인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2021 년 10 월에 REAL ID가 시행되면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항공편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권, 보안강화
운전면허증(EDL), 영주권 및 기타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ID2021WA.com/ko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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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법원, 세무신고사무소, 국립공원, 보건시설
등의 출입은 REAL ID에 준수되는 신분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 경계를 통과할 시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한 여행은 REAL 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준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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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표준 운전 면허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워싱턴은 운전과 신원확인을 위해 표준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을 계속해서 발급할 것입니다. 표준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2021 년 10 월 이후부터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D2021WA.com/ko 에서
찾아보세요

Washington residents’
guide to REAL ID
REAL ID starts on October 1, 2021.
Learn more at www.ID2021WA.com

You may have heard of REAL ID.

It’s a U.S. law established in 2005, requiring all states to
comply with new identification standards for air travel
and entrance to some federal
facilities like military bases.
When REAL ID goes into effect in
October 2021, you’ll need more
than a driver’s license to fly.
Options include a passport, an
enhanced driver’s license (EDL),
green card, and many others.

Go to ID2021WA.com
to find out if you’re ready for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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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fly?

You’re covered. A REAL ID compliant-ID is not required
to access federal courts, Social Security offices, national
parks, and health care facilities—among others.
Other avenues of travel, such as driving across state
lines or taking a train do not require a compliant REAL
ID. Standard driver’s licenses and ID cards wil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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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tandard driver’s license is still valid.
Washington will continue to issue standard
driver’s licenses and ID cards for driving
and/or identification. Using a standard driver’s
license or ID card after October 2021 does not
indicate 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
LEARN MORE AT

www.ID2021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