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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도착 후, 다음의 6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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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서류 재검토
이민법 전문 자원봉사 변호사,
법률상담원, 통역사들이 시민권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OneAmerica의 프로그램중 하나인 WASHINGTON NEW AMERICANS (워싱턴새미국인)은 정보와 서비스
들을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자들 (LPRs)이시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하여 커뮤니티의 활동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민 통합을
장려합니다.
ONEAMERICA는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는 화합된 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기본적인 원리인 민주주의, 정
의, 그리고 인권을 지역, 주, 국가 차원에서 진보시킬 수 있도록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정의를 고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민법과 정책을 옹호하며, 이민 및 국적 관련 법과 실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전국적인 협회입니다.

협력 기관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WA
Chapter
Asian Counseling and Referral Service
Chinese Information and Service Center
City of Seattle
Davis Wright Tremaine
Grupo CAFE
Hand in Hand Immigration Services
Horn of Africa Services
International Union of Painters and Allied
Trades, District Council 5
Kitsap Immigrant Assistance Center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Korean Women’s Association

La Casa Hogar
Lutheran Community Services Northwest
MenschLabs
National Partnership for New Americans
New Americans Campaign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OneAmerica
Nuestra Casa
Refugee and Immigrant Services NW
Soreff Law
Tacoma Community House
Washington Defenders Association
Washington State Labor Council
World Relief Seattle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날짜: 2019년 9사월 21일, 토요일
시간: 오전 10 시 – 오후 2 시
위치
RENTON
Renton Technical College
Building C
3000 NE 4th St.
Renton, WA 98056

ELLENSBURG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Black Hall
N Walnut St.
Ellensburg, WA 98926

PASCO
Columbia Basin College
Center for Career & Technical Education
Corner of W. Argent Rd & Saraceno Way
Pasco, WA 99301

선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목록은
www.WaNewAmericans.org/korean
를 방문 혹은 206-926-3924 x 08
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참해야 할 것들

시민권의 날

다음은 시민권의 날에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n 신청 날짜 기준으로 18세 이상
n 최소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n 지난 5년간 2년 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고(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반 이상 체류), 그와 동시에 1년 이상 미국 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이상을 미국 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의 날에 오실 때 지참해야 할 것

모든 신청자
n 귀하의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
n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지 주소
목록과 각 주소에 거주했던 날짜
n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직장 이름
및 주소의 목록과 각 직장에서 일했
던 날짜
n 귀하가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미국
외에서 체류한 날짜와 해당 방문 국가
명. 여권, 여행 일정, 가능하다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여행을 추적하기
위한 티켓 지참
n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해당되는
경우 자녀들의 외국인 등록 번호
n 귀하의 최근 세금 환급 기록과 W-2
양식
n 귀하의 이민 기록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
n 신청 비용 $725(예외 적용 가능)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를 수취인으로 하는 체크, 캐시어스 체
크나 머니 오더
n 현장에서 통역사가 있지만, 귀하께서
직접 통역사와 동행하시면 대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서
n 귀하가 공공 복지수당(예, SNAP(푸
드 스탬프), SSI, TANF, 메디케이드)
을 받는 경우, 귀하가 가장 최근에 받
은 복지수당 지급내역 통지서(Award
Letter)를 가져 오십시오. (귀하의 카드
(예, 메디케이드, EBT)는 충분하지 않
습니다.)
n 지난 5년이든 그 전이든 귀하가 체
포, 유치장에 감금된 적이 있다고 생각
하시거나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소환
되었다면:
• 법정 및 경찰의 공식 문서를 모두
가져오십시오(예: 경찰 보고서, 법
정 출두와 처분)
n 귀하의 그린 카드에 있는 이름과 귀
하의 현재 법적 이름이 다르다면:
• 귀하의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한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혼인 증명
서, 이혼 판결문이나 법정 문서).
n 귀하가 미국 시민권 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다
음을 지참하십시오:
• 귀하의 배우자에 관련한 정보와
그 배우자의 과거 혼인 자와 이혼
자에 대한 정보

•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동거하
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 (예: 세금
환급 기록, 은행 잔고 증명, 임대
계약서, 모기지, 귀하 자녀의 출생
증명서).

n 귀하가 동거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
가 있다면,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 귀하에게 재정 지원을 지불하도
록 요구하는 법정 명령
• 귀하의 재정 지원에 대한 증명 (
예: 취소된 체크, 머니 오더 발급
영수증, 임급 압류에 대한 증거나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
호자로부터의 편지).

n 귀하가 한 번 이상 결혼한 적이 있
다면:
• 혼인 증명서와 이혼(사망) 판결문
을 지참하거나 모든 결혼과 이혼
날짜를 숙지해 오십시오.
• 어떤 법정 명령이든 그에 의해 귀
하가 지불한 증빙 자료를 지참하
십시오.
n 귀하가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한 해
에 6개월을 초과하여 미국 외에서 체류
한 적이 있다면:
• 미국을 떠난 날짜와 돌아온 날짜
에 관련한 세부사항과 귀하가 미국
에서 직업이나 집을 유지하고 있었
다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십시오.

n 귀하의 연방, 주, 지방 세금이 체납되
었다면(또는 지불에 실패하셨다면):
• 귀하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보냈거나 받았던 문서, 편지나 양
식의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n 귀하가 미국 병역 등록(U.S.
Selective Service)에 가입하셨다면:
• 등록한 날짜와 병역 등록
번호를 아신다면 번호를
숙지해오십시오.

의문 사항?

필요한 서류목록은
www.WaNewAmericans.org/korean
를 방문 혹은 206-926-3924 x 08
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