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할까 말까 망설이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강경한 이민정책이
근심된다면, 이 기회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어떨까요?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신미국인 사회참여연합이 무료로 제공하는 제 10 차 시민권 신청서 작성
서비스에서는
1. 신뢰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주류사회 전문가들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2.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상담과 신청도 도와드리고, 시민권
시험공부에 필요한 책자와 플래시 카드를 신청자에게 드립니다.
3. 미연방이민국 직원이 참석하여 자주 물어오는 질문에 답도
해드립니다.

일시:

2019 년 5 월 4 일 (토요일) 오후 1 시 - 5 시

장소:

벧엘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4 월 29 일 (월요일) 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문의 전화: 한인여성회 (410) 707-2465
이메일: kawomenssocie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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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와 영어로 받을 수있는 무료서비스
•

시민권 신청자격확인

•

시민권 신청서 N-400 작성지원

•

변호사와 법률상담가들의 서류점검

•

시민권 안내자료 (영문/한글) 제공

 지참서류
여권 및 여권 사진 2 매 (해외거주자에 한함)

영주권

주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SSN) 카드

$725 수표 또는 머니 오더 (수취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지난 5 년간의 거주지주소와 날짜 기록 (모든 날짜 기록은 월/일/연도 순으로
예를 들면, 2016 년 4 월 30 일은 04/30/2016 으로 표기
지난 5 년 동안 근무한 미국내 직장 또는 학교및 날짜기록
배우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거주 신분 (재혼경우 – 전배우자 정보, 결혼 및 이혼관련
서류
자녀 성명, 생년월일, 거주신분, 법정기록

음주운전 및 과속기록 – 법정처분 기록

일체

 참여단체 및 업체 (in alphabetical order):
1. Air Price Air-conditioning & Heating (에어 프라이스 냉난방)

2. Asian-American Homeownership Counseling, Inc. (아시안아메리칸
주택금융상담센터)

3.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벧엘교회)

4. Bethel Senior Academy (벧엘 시니어 아카데미)
5. Bon Fresco Bakery

6.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Maryland (메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7. Hankook Motors (한국자동차)

8. Korean-American Bar Association of Washington, DC (한인 변호사협회 – DC)

9. Korean American Community Association of Howard County (하워드 한인회)
10. Korean American Women’s Society (한인여성회)

11. The Korean Society of Maryland (메릴랜드 한인회)
12. Top Travel (탑 여행사)

13. Washington–Spencerville Korean SDA Church (워싱턴-스펜서빌 재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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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명단 (무순)
변호사 – 안일송, 양윤정, 임애란, 사라 최, Arron 장, Asher 김, Allison In, Hyun Jin In,

Parah Noh, Shani Else, Jane Park, Susan Han, Yesle Yi, 김철민, Min S. Kim, Tacie Yoon
일반 - 최향남, 송주섭, 송 Hutchins, 김태원, 한창욱, 김동윤, 김정경, 차유미, 박애숙,

김경아, 김성희, 정희 Gogue, 조이스 김, 김국자, 조선미, 정태은, 이인갑, 박말희, 백성옥,
Kelly Lee, 김성원, 장현석, 신재영, 다니엘 김, 크리스틴 박, Emily Kessel, Shay Kim
Houseknecht, Sydney Yi, Susan Maley, 김상아, 크리스틴 Lee, 이성준, 이상철

크리스 유, 강고은, 박미옥, 박수철, 홍기룡, 황태희, 박보빈, 헬렌 조, 안학순, 한상구,

남정구

 참여단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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