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시민권 신청 & 

수수료 면제 신청 워크샵 
 

 

2018 년 9 월 15 일 

10:00 AM – 2:00 PM 
               San Leandro Senior Community Center 

13909 E 14th Street, San Leandro CA 94578 

 
 
 

무료  시민권 취득 
법률상담 

➢    신청/취득 절차 설명 

➢    취득자격 확인 여부 

➢    서류 작성, 구비서류 준비 서비스 

➢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률전문가의 신청서 
 

 

 

 미리 예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www.ebnatz.org 

전화: (510)547-2662 

(KCCEB –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Sponsored by: Alameda 
County Supervisor Wilma 
Chan, the city of San 
Leandro and the East Bay 
Naturalization 
Collaborative.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725 (머니오더 또는 수표. 수취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으로 적어주세요) 

※ 75 세 이상인 경우 수수료가 $640 입니다. 

※ 해당되시는 저소득층분들은수수료 면제 가능함.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소득층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월급증명서, 세금보고서, 또는 SSI, IHSS, Medi-Cal, food stamps/ 

CalFresh, WIC, Calworks, Cash Assistance 같은 정부혜택을 받는다는 

증명서류) 

❑  영주권 복사본 2 장 (앞뒤) 

❑  과거 5 년간의 거주지와 과거 직장/학교 목록 (이름, 주소, 시작한 

날짜와 끝낸 날짜) 다음 페이지 목록 A, B 에 적으세요➔ 

❑  지난 5 년간 해외 여행 기록 (여행지, 출국날짜, 입국날짜, 총 일수) 

다음 페이지 목록 C 에 적으세요➔ 

❑  결혼하신 경우 , 해당되는 모든 결혼, 이혼증명서와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 

❑  현재 배우자의 정보 (성함, 생년월일, 영주권번호 (A#), 시민권 

발급일과 발급장소, 현주소)

 

 

 

 

 

East Bay Sanctuary Covenant  
 

 
   

 

Our naturalization service work is supported 
by the generosity of the following 
foundations:  
Evelyn & Walter Haas Jr. Fund 
Y & H Soda Foundationvan  
Löben Sels/ RembeRock Foundation 
Zellerbach Family Foundation 

 

http://www.ebnatz.org/


직장/학교 명 직장/학교 주소 

(Street, City and State) 

기간 날짜(월/일/년도) 

(mm/dd/yyyy) 

귀하의 직책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재  

     

     

     

     

     

 

시민권 신청서를 빠른 시간내에 완성하기 위해 아래 정보를 미리 준비 해주십시오. 

 아래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 야 합니다. 
 
 
 

집 번호, 길 이름, 아파트, 도시, 주, 우편번호, 나라명 

Street Number and Name, Apartment, City, State, Zip Code and Country 

기간 날짜(월/일/년도) 

Dates (mm/dd/yyyy) 

시작한 날짜 마지막 날짜 

  현재 

   

   

   

   

A.  주소목록- 최근 5 년간의 모든 주소지와 거주기간을 현재 주소 부터 제공해 주십시오. 
 
 
 
 
 
 
 
 
 
 
 
 
 
 
 

B.  직장/학교 목록 – 최근 5 년간 일한 직장이나 학교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C.  영주권 취득후 모든 해외여행 기록-영주권자가 된 후로부터 떠났던 여행중에 24 시간 이상 미국 밖으로 간 

여행(최근부터) 
 

출국일 입국일 6 개월 이상 미국 밖에 

나가 계셨습니까? 

장소 (나라명) 체류기간 (몇 일)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D.  자녀에 대한 정보 
 

자녀 이름 생년월일 

(mm/dd/yyyy) 

영주권 번호 출생 국가 현재 거주지 주소 

  A   

  A   

  A   

  A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