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특별구 주거 증명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들 

 

콜롬비아 특별구 주거 증명서(Proof of DC Residency Form)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특별구(D.C.) 주거인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제출하는 문서에 귀하의 성함과 
특별구(D.C.) 내 주거 주소가 써 있어야 합니다. 

- 특별구(D.C.)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 증명서 

- 특별구(D.C.) 내 거주지 임대 청구서, 임대 계약서, 임대 납부 영수증, 주택 문서, 합의서, 모기지 

고지서 중 현재 유효한 문서 

- 특별구(D.C.) 내 거주지 주택 소유 종합 보험이나 임대인 보험 증서 

- 지난 60 일 내에 청구받은 특별구(D.C.) 재산세 고지서 

- 지난 60 일 내에 청구받은 공공요금 청구서 (수도, 도시가스, 전기, 케이블, 일반 전화선 등) 

- 특별구(D.C.) 납세 기록이 적혀있는 지난 30 일내 월급 내역서  

- 특별구(D.C.) 선거인 등록 카드 

 
이 중 어느 것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콜롬비아 특별구(D.C.) 주거 증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콜롬비아 특별구(D.C.)에 살고 있다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그게 누구인가요? 
양식을 보면, 귀하가 콜롬비아 특별구(D.C.)에 산다고 증명해 주는 분이나 단체가 작성해야 하는 부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쓰는 곳이고 또 하나는 단체가 쓰는 곳입니다. 이 중 한 부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개인이 증명해 주는 경우: 룸메이트 및 이웃, 집주인, 친구 등, 콜롬비아 특별구(D.C.)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귀하도 콜롬비아 특별구(D.C.)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양식의 B 부문을 작성하도록 하세요. 증명인 자신도 콜롬비아 특별구(D.C.)에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문서는 상기와 같으며, 각 문서에는 증명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 단체가 증명해 주는 경우: 보건소, 식량은행, 이민 서비스 제공 단체, 노숙자 보호서(홈레스 셸터) 등, 

귀하가 사용하시는 특별구(D.C.) 내 사회 단체에서 종사하는 분 중, 귀하를 특별구(D.C.)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하의 주거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그 분은 

단체의 납세 번호를 제출하셔야 하고, 후에 작성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IMA 로부터 받게됩니다. 

 

증명인이 콜롬비아 특별구(D.C.)에 산다는 것은 왜 증명해야 하나요? 
콜롬비아 특별구(D.C.) 주거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 하나를 더 거침으로써, 증명인은 귀하의 현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증명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귀하가 정말로 특별구(D.C.)에 산다는 것을 IMA 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가 콜롬비아 
특별구(D.C.)에 산다는 주거 조건을 일단 확인해야 IMA 는 귀하의 얼라이언스(Alliance) 의료 혜택 지원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