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A DC Chapter 미국 시민의 날 클리닉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Maryland (메릴랜드주)

Washington DC (디씨주)

Catholic Charities of Baltimore
- Esperanza Center at Hogan
Lovells LLP
100 International Dr., Ste. 2000
Baltimore, MD 21202
오전10:00 – 오후3:00

CARECEN at Carlos Rosario
International Public Charter
School
1100 Harvard Street NW
Washington, DC 20009
오전8:30 – 오후1:30

*확인절차 필요 (예약필수),

*확인절차 필요 (예약필수),

전화번호 (667) 600-2931 또는
https://bit.ly/2ch33OI
**$100 상담 비용 있습니다.

전화번호 (202)328-9799
**$90+$10 (합산 $100 의
상담비용 있습니다)

FULL
LASOS
33 W. Courtland Street
Bel Air, MD 21014
오전 10:00 – 오후 2:00 까지
*확인절차 필요 (예약 필수),
전화번호 410-836-0333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Washington
12247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2
오전10:00 – 오후1:00 까지

Whitman-Walker Health
1525 14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5
Registration 10:00 – 11:30am
*확인절차 필요 (예약필수),
전화번호 202-939-7630 또는
lsuarez@whitman-walker.org

Virginia (버지니아 주)
Catholic Charities Diocese of Arlington Hogar Immigrant Services
***Clinic 은 9/13/2019 금요일에 있습니다
6301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lexandria, VA 22312
등록: 오전 10:00 – 오후12:00
*예약을 권장합니다. 전화번호703-5349805 x252 또는
form.jotform.us/citizenshiphogar/english-form
(English);
form.jotform.us/citizenshiphogar/spanish-form
(español)

**$50 상담비용 + $60 N-400 클리닉 비용
APALRC at City of Fairfax Regional
Library (무료/상담비용 없습니다!)
10360 North St.
Fairfax, VA 22030
오후1:00 – 4:00 까지 입니다.
*예약을 권장합니다., 전화번호 202-3933572 or www.apalrc.org/citizenship-guide/
Ayuda
2701 Prosperity Ave.
Fairfax, VA 22031
등록시간: 오전 10:00 – 오후12:00 까지

*확인절차 필요 (예약 필수),
전화번호 202-772-4352
ChesMRC
331 E. Dover Street
Easton, MD 21601
오전10:00 – 오후1:00 까지
*예약 권장, 전화번호 443-7861120 또는 410-924-4022

Gardner & Mendoza at St. Gregory the
Great Catholic Church
5345 Virginia Beach Blvd.
Virginia Beach, VA 23462
오전 10:00 – 오후 2:00 까지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 최소 18세 이상
• 최소 지난 5년간 영주권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지난 3년간 영주권자)
• 지난 5년간 최소 2년 반 동안 미국에 거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지난 3년간 최소 1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 그리고 지난 5년간
1년 이상 국외로 여행 하지 않음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지난 3년간)
• 현재 신청하시는 주(state) 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
• 영어로 읽고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하고 (영어능력시험), 시민권 시험 (미국 역사와 사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 좋은 품성의 소유자 (자녀 양육비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병역의무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좋은 품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국에 대한 충성 선서를 하실 의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 Be willing to take an oath of loyalty to the U.S.

미국 시민의 날에 가져오셔야 할 것
전체 (모두)
✓ 영주권 카드 (Green Card)
✓ 소지하신 모든 여권 (현 여권과 구 여권)
✓ 주(State) 에서 발급한 신분증
✓ 미국 이민국이 부과하는 수수료(비용) (개인 수표, money order,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 가능합니다):
o

신청비 $725 (신청자가 75세 이상인 경우는 $640)

o

현역 군인 이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세요)

o

비용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하시려면: 2018 세금/소득 신고서, 월급증명 서류, 공공혜택을 받으신다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서류(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푸드 스탬프 등등)

✓ 지난 5년간 거주하셨던 모든 집 주소와 입주/퇴거 날짜
✓ 지난 5년간 고용주와 주소 그리고 근무 시작/마지막 날짜
✓ 배우자에 대한 정보 (현재와 과거) 그리고 모든 자녀들 (성인자녀, 입양한 자녀, 사망한 자녀, 또는 의붓자녀)의
생년월일, 출생장소A# [또는 USCIS 번호], 그리고 현재 거주지 주소)
✓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미국 국외의 모든 여행에 대한 정보 (입국/출국 날짜와 방문하신 모든 국가)
✓ 통역해 주실 분과 함께 오시거나, 통역이 따로 필요하시면 미리 클리닉에 연락해 주세요.
✓ 법원이나DMV 기록에 남아있는 범죄, 체포, 구금, 기소, 보호관찰 또는 교통위반 티켓에 관한 정보
o

정부나 경찰에 의해 정지, 체포, 구금을 당하신 적이 있거나, 법원에 출두 하셨던 경우 (오래전이거나
외국에서라도), 또는 형사 변호사 (criminal attorney) 로 부터 과거의 범죄 기록이 말소 또는 삭제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

o

이민법정 판사 앞에 출석하신 적이 있으시면 모든 법원서류를 가져오세요.

✓ 세금/소득 신고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추가 서류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

법률상의 이름 변경 증명 서류: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이름 변경에 대한 법원의 서류

•

미국 내/외에서 1번 이상 결혼 하신 경우: 모든 결혼증명서와 혼인관계종료 증빙서류 (이혼, 무효, 또는 사망증명서)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 3년 차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o

배우자가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 였다는 증빙서류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미국 시민권
증명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 미국 여권 또는 양식 FS-240];

o

신청자와 현재 배우자의 모든 과거, 현재의 결혼, 이혼, 무효, 또는 사망 증명서

o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증빙 서류 (예: 공동 세금/소득 신고서류, 은행서류, 전기/가스/수도 요금
서류, 집 계약서, 모기지,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

함께 살고 있지 않으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o

금전적 부양에 대한 법원 명령서

o

신청자가 금전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증빙서류 (예: 배우자나 자녀에게 입금된 수표, money orders 또는 전산
송금 영수증, 임금 차압서류, 신청자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후견인/배우자의 편지

•

연체된 세금: 지불 계획 (payment plan) 서류

•

의무병역제(Selective Service): 18-26 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한 남성의 경우, 의무병역 등록 번호나 등록 서류

•

o

Selective Service 웹싸이트를 방문하셔서 등록과 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www.sss.gov

o

31세 이하이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이민변호사나 BIA accredited representative 와 상담 필요.

영어능력과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자의 나이와 영주권 기간, 신체적 장애등이 고려되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리닉에 미리 연락하셔서 면제 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 하세요.
o

o

영어능력시험 면제 조건: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 (시험이 더 짧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영어 능력시험과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으시려면: 의사가 Form N-648 을 작성, 서명하고
어떻게 신체적 장애가 새로운 정보 학습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 설명해야 합니다. www.uscis.gov/n-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