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신청 상담 

 

지참하셔야 되는 문서 및 정보 

 

이하에 기술된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본인의 영주권 카드 (“그린 카드”) 의 복사본, 앞과 뒷면 

- 본인의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 신분증. 

- 본인의 여권 

-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필요없습니다 

- 수수료비  

A. 체크 또는 머니 오더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게 지불하실수    

            있도록 쓰시고, A-Number 를 memo line 에 쓰십시오. 

 $725 (75 세 미만) 

 $640 (75 세 이상) 

B. I-942 “수수료 절감 요청”에 필요한 지원 서류와 체크나 머니 오더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게 지불하실수 있도록 쓰시고, A-Number 를 memo line 에 쓰십시오. 

 $405 (75 세 미만) 

 $320 (75 세 이상) 

 C. I-912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지원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장 참고) 

- 지난 5 년간의 거주지 목록  

주소 거주 시작 거주 종료 

   

   

   

   

 

본인의 부모님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경우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성명 

-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출생 장소 

-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생년월일 
 

지난 5 년간의 고용주 및 학교 목록 

고용주(회사) 혹은 학교 

이름 

주소 시작일 종료일 직명 

     

     

     

     



 

-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신후, 지난 5 년간의 미국 국외 여행을 목록 하여 주십시오 (캐나다, 멕시코도 포함이 됩니다). 

24 시간 이내의 여행은 입력하실 필요없습니다. **노트: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고난 후 6 개월 넘어 해외 여행을 

하셨어도 기재하십시오.   

미국에서의 

출국일 

미국으로의 

귀국일 

방문을 하신 국가 

   

   

   

   

   

   

 

본인이 현재 기혼자일 경우: 

- 배우자의 성명  

- 배우자의 생년월일  

- 결혼 날짜 

-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 배우자의 고용주 (회사 이름) 

- 배우자의 주소  

 

만약 배우자가 미국에 귀화하신 경우: 

- 배우자가 귀화하신 날짜 (귀화 선서식 날짜)  

 

만약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시면:  

- 배우자의 국적  

- 배우자의 영주권 번호 (A 번호) 

- 배우자의 이민 신분 (영주권자, 기타) 

 

본인의 현재 배우자가 예전에 결혼을 하신 경우: 

현재 배우자의 전 배우자분(들)을 기록하시기를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요. 

- 전 배우자의 성명  

- 전 배우자의 이민 신분 

- 전 배우자의 생년월일 

- 전 배우자의 출생 국가 

- 전 배우자의 국적 

- 전 배우자와의 결혼 날짜  

- 전 배우자와의 파경 날짜  

- 전 배우자와의 파경 이유 (이혼, 사별, 기타)  



 

본인이 예전에 결혼을 하신 경우: 

본인의 전 배우자분(들)을 기록하시기를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전 배우자의 성명 

- 전 배우자의 이민 신분 

- 전 배우자의 생년월일 

- 전 배우자의 출생 국가 

- 전 배우자의 국적 

- 전 배우자와의 결혼 날짜  

- 전 배우자와의 파경 날짜  

- 전 배우자와의 파경 이유 (이혼, 사별, 기타)  

 

본인의 모든 자녀들의 대한 정보를 준비 하십시요  (사망한 자녀, 입양한 자녀, 의붓자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결혼을 한 

자녀 포함): 

- 자녀의 성명 

- 자녀의 생년월일  

- 자녀의 영주권 번호 (A 번호) 

- 자녀가 출생 국가  

- 자녀의 현재 집 주소 

 

본인의 국적 국가, 또는 미국에서 군복무를 하신 경우 군복무의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전역 서류, 모병 서류, 

기타). 

 

본인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경우 (체포, 소환, 기소 , 구금, 억류, 수감, 유죄 판결, 투옥, 형벌, 교통 위반 티켓): 

- 체포, 티켓발부, 기소 등이 일어난 날짜  

- 체포, 티켓발부, 기소 등을 당하신 장소 

- 변호사가 요청하였을 경우, DMV Record 를 준비하십시오. 

- 보호 관찰 기간 및 완료 증명서류 

- 투옥을 당하신 기간 

- 체포, 기소, 유죄 판결, 처벌 (벌금, 수감, 보호관찰 등) 에 관한 경찰 혹은 법정 기록 

o 법원 처분을 받아 오실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법 제판이 진행되었던 법원으로 방문하셔서 

최종 법원 처분 (final court disposition)을 서기관실(clerk’s office)에서 요청하십시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기록번호도 가능하시며는 준비하십시오).  

 

만약 본인이 미국으로부터 입국 거부 당하신 경우, 또는 추방된 적이 있으시면:  

- 입국 거부, 추방 등이 일어난 날짜 

- 입국 거부, 추방 등이 일어난 장소  

 



만약 본인이 남성이고, 18 세부터 26 세가 되는 생일까지 미국에 거주하신 경우, 의무 병역 등록(Selective Service)을 

규정에 따라 등록하셨어야 됬습니다. 의무 병역 등록을 안하신 경우 병역 신분 서류 (status information letter)를 의무 병역 

등록부서 (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요청하셔야  하십니다.: 

- 본인의 의무 병역 등록 번호와 등록일을 www.sss.gov 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후 “Check a Registration” 

을 선택하십시오. 

- 의무 병역 등록을 안하신 경우병역 신분 편지를 다음과 같은 링크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ss.gov/FSmen.htm  

 

만약 본인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가 해당 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최근의 세금보고 (tax return) - W-2 문서, 첨부, 스케줄을 전부 포함하십시오. 

- 정부혜택을 받고 계시는 경우, 정부에서 받으신 공식 서류 

o 이하와 같은 점을 보여주는 서류, 통지, 공식 문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1)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의 성함 

2)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이름 

o MediCal 을 받으시는 경우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 에 가셔서 Verification of Benefits 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s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