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한 도움이 필
요합니까?

자원봉사 변호사들, 
법무사들, 그리고 통역사들팀이 당신의 시민권 
신청서를 도와줄 시민권 워크샵에 오세요.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모든 영주권자들(영주권 소지자들)
에게 무료입니다.

September 16, 2017 saturday

Start time: 10 AM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시애틀 이민 및 난민 업무국

이민자와 난민 업무국(OIRA)은 시애틀 이민자와 난민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합니다. 새 시민 캠페인를 통하여, OIRA는 시민이 
되고 시민 과정에 참여하는 이민자와 난민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새 시민 캠페인 워크샵은 시애틀시, 관대한 파트너들, 커뮤니티 기반의 
기관들이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Asian Counseling and Referral Service
Catholic Immigration Legal Services
Chinese Information and Service Center
Horn of Africa Services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neAmerica
Refugee Women’s Alliance

더 많은 정보나 서명하기 위해 :  www.seattle.gov/NCC   
로 가거나 전화: (206) 386-9090.

시애틀 
 이민 및 난민 업무국



시민권 워크샵 
지참해야 할 것들

 F 귀하의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 

 F 귀하의 최근 세금 환급 기록 과 W-2 양식. 

 F 귀하가 현재 그리고 과거에 발급받았던 여권들 일체.

 F 귀하의 이민 기록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 

 F 접수 수수료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다음은 시민권의 날에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 획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F 신청 날짜 기준으로 18 세 이상.

 F 최소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경
우는 3년).

 F 지난 5년간 2년 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고(미국 시민 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반 이상 체류), 그와 동시 에 1년 이상 미국 
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미국 시민 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이상을 미국 외에서 체류하 지 않았어야 합니다).

 F 기초영어 구사 가능(예외자격을 충족해야 할 수 있음).

 F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거 주지 주소 목록과 각 주소에 거주했던  
날짜. 

 F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직 장 이름 및 주소의 목록과 각 직장에서 일
했 던 날짜. 

 F 귀하가 영주권자가 된 이래 로 미국 외에서 체류한 날 짜와 해당 방문 
국가 명. 여 권, 여행 일정, 가능하다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여
행을 추적하기 위한 티켓 지참 . 

 F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해당되는 경우 자녀들의 외 국인 등록 번호.

 F 현재 및 과거 모든 배우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혼인 일자 및 이혼  
일자.

 F 혼인 증명서.

 F 이혼 판결.

 F 가족 부양 기록 증빙.

 F 법적 성명 개명 서류(귀하의 현재 법적 성명이 영주권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

 F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배우
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예: 배우자의 여권, 미국 시민권 증명서 또는 
미국 출생 증명서) 및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F 귀하가 그 어떤 이유로든 법률 집행관에게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는 경우, 형사 법원에서 발급받은 Certificate of Disposition(처분 
증명서), 범죄기록 보고서,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기타 서류들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추가 서류가 

 • 신청 요금을 직접 지불하시려면 수표, 자기앞 수표, 혹은 수령자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미국 국토안보부)”로 
기재된 우편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복지수당 지급내역 통지서 등과 같이 DSHS로부터 받은 공공 혜택 
증명서, 

또는

 • 본인의 소득 증명서: 가장 최근의 납세 신고서 및 급여 명세서.

수수료 면제 혹은 감면 자격을 충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체 수수료는 $725입니다.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통역사와 동행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