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대리인 지명 양식 

Resident Agent Appointment Form 

 

워싱턴 DC비거주자가 DC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거주 대리인(Resident Agent) 혹은 법률 대리인(Attorney-in-Fact)을 
지명해야 합니다. 거주 대리인이나 법률 대리인은 모두 DC내 거주하거나 DC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사업 신청자를 위한 

법률 공지 등 기타 사업상의 안내를 전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거주 대리인 지명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지명된 대리인이 모두 본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본 양식을 통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 거주(상주)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 

본인의 거주 대리인/법률 대리인으로 지명합니다. 

  

사업주/신청인 서명:                                                                        대리인/동의인 서명:    

성명(정자체):                                                                                    성명(정자체): 

날짜: 날짜: 

 
Department of Consumer & Regulatory Affairs 1100 4th Street, SW Washington, DC 

20024 (202) 442-4311 (202) 442-4523 (fax) For Relay Service Call 711 

 

신청서 작성 요령 

워싱턴 DC비거주자가 DC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DC내 주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대리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지명을 위해 본 양식을 작성 후 서명하신 후 기본비즈니스라이센스(Basic Business License, BBL)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업 신청자/소유주의 이름)은/는 본 양식을 통해 (대리인의 회사명/주소/전화번호)에 거주(상주)하는 (대리인 이름) 

을 본인의 거주 대리인/법률 대리인으로 지명합니다. 

서명: 사업주/신청자와 대리인/동의자 모두 서명과 함께 각자 본인의 이름을 정자체로 바르게 적으시고, 신청날짜를 적어 
라이센스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허위 진술로 인한 형사 처벌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한 DC 시정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또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진술할 경우 D.C.의 공식 법규정  § 22-2405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 및/또는 180일의 감금 등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함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DC 인스펙터 핫라인 번호 
만약 DC정부 기관, 공무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기, 횡령 등을 알고 계시다면 인스펙터관리국 (Off ice of the Inspector General) 핫라인 번호인 
(202) 727-0267 or (800) 521-1639 (무료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법에 근거하여 모든 DC 정부 공무원은 자신을 
신고한 고용주들에게 보복이나 앙갚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례에 따라 조사에 착수, 행정 조치나 형사 처벌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차별에 대한 공지 
1977 DC 인권법의 코드 조항 2.1401.01에 의거, DC 정부는 인종적 배경, 피부색, 종교, 국적배경, 성별, 나이, 결혼여부, 외모, 성적취향, 가족 관계, 학력, 

정치개입여부, 장애, 소득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차별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길 시, 이에 따른 처벌이 
이어집니다. 

12-01-06 , 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