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HIP APPLICATION DOCUMENT LIST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 入籍申請必需文件
$680.00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 Passport Photos (2 x 2 inches)
IDENTIFICATION
 Driver’s license or State issued I.D.
 Social Security Card
 Legal Permanent Residency Card
 Passports (current and old) (with stamps)
TRIPS OUTSIDE THE U.S. (last 5 years)
 Dates of all trips outside the U.S. for the
past five years
 Departure dates, return dates, countries
visited.
RESIDENCE (last 5 years)
 Complete addresses for the past five years.
 Move in and move out dates.

EMPLOYMENT (last 5 years)
 Names and addresses of all employers for
the past five years.
 Start dates, end dates for all employers.
 Titles of positions held.

$680.00 체크 및 머니오더는 수신인은:

$680.00 支票或匯票請寫給: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여권 사진 2매 (2 x 2 inches)

兩張護照照片 (2 x 2 inches)

신분증

身份証明 (請帶原版文件)



운전면허증 및 주발급 신분증



駕駛執照 或 州身份証.



소셜 시큐리티 카드



社會安全卡.



영주권



永久居民卡 – “綠卡”



여권 (구, 현 - 도장 찍힌)



護照 (新、舊護照)

해외 여행기록 (지난 5년간) (월/일/연도)


각 여행 기간마다 정확한 날짜



미국 출국 날짜와 입국 날짜, 여행국가

出入美國境外的記錄 (過去5年)(月/日/年)
 過去五年，每次行程的出境和入境
的具體日期


거주 증명 (지난 5년간)
(월/일/연도 - 월/일/연도)


지난 5년 동안 거주한 모든 주소



지난 5년간 각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

고용 증명 (지난 5년간)
(월/일/연도 -월/일/연도)


지난 5년간의 직장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지난 5년간의 각 직장이나 학교에 다녔던

出境和入境的目的地、原因和時間

地址證明 (過去5年) (月/日/年)
 過去五年中所有住處的完整地址
 每一地址搬入和搬出的時間
就業証明(過去5年) (月份和年份)
 過去五年工作或學習過的所有地方


的地址、日期和企業/學校/僱主名
在每一個地方工作時的職業

기간


직장에서의 지위

MARRIAGE(S)
Present Spouse’s:
 Name, Address, Country of Birth, Date of
Birth
 Date of marriage by Law (*bring
Marriage Certificate)
 Social Security Number
 A # from his/her “green card”

Date and Place of Naturalization

Immigration status
 Employer Name and Address (current)
Your former spouse’s:
 Name, Date of marriage, Date marriage
ended; Divorce/death certificate
 Immigration status

결혼 증명

婚姻証明

현배우자에 대한 정보:

現配偶



이름, 결혼날짜

The same information is required if your
spouse was previously married!



이혼 또는 사별 날짜, 이혼 또는 사별 당시



배우자 이름과 주소, 출생일 및 출생지



결혼날짜/법적 혼인신고일 (*번역 후 공증

받은 호적/가족등본 갖고오십시오)


소셜 시큐리티 카드



영주권 번호



시민권 선서 장소 및 날짜



이민 신분



베우자의 현 고용주 이름과 주소



姓名、地址、出生國家、出生日期




**法定結婚日期（攜帶結婚證明）
社會安全號






外國人號碼 (綠卡上面的A號碼)
身份轉換的時間和地點
移民身份
現在雇主名字及地址

前配偶


전배우자:

전배우자의 이민신분

姓名, 結婚日期, 婚姻終止日期離婚/
喪偶証明, 移民身份

如果您的現配偶有前配偶, 請您提供同
樣的信息!

만약 배우자가 최근 결혼한 경력이 있으면
동일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PARENTS (if U.S. Citizens)
 Name, Country of Birth, Date of Birth

부모 정보(시민권자인 경우에만)

CHILDREN
 Names of all children, Date of birth
Country of birth
 A #’s of all children (*only if Legal
Permanent Resident)
 City and state of where they live

자녀 관계 (결혼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

**CRIMINAL RECORD
 Date and location of any arrest
 Nature of the offense
 Outcome of the case

**범법기록





이름, 출생 국가,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현주소, 출생일과
출생국



모든 자녀의 영주권 번호 (*자녀가

시민권자일 경우는 제외)

父母(如是美國公民)
 名字、出生地、出生日
子女（所有子女）
 姓名、出生日期
 出生國家



外國人號碼 (A 號碼)
所居住過的城市和州

**犯罪記錄



체포 되었던 날짜와 장소, 범죄기록 결과



您被拘捕、記錄、遣送的日期和地點



경찰 기록 및 법원 판결 기록 (Disposition



違法行為的性質和犯罪理由



Police report and court disposition

Letter)



最后的結果或懲罰

SELECTIVE SERVICE
Selective Service Number and date registered.

(남성에게만 해당)

 警方報告和法庭結案文書
義務兵役 (Selective Service) 登記 (針

미국 병역 신고 번호 (Selective Service

對與所有在18和26歲之間的男性)

1. If you registered and do not have this
information, you can call (847) 688-6888 or
visit www.sss.gov.

number); 병역 신고 날짜; 병역 신고 증명

2. If you have not registered and are between
the ages of 18 to 26, you should register by
calling (847) 688-6888.

6888에 전화 또는 www.sss.gov에서 확인가능
2. 18세부터 26세 사이 등록을 안 한 경우 847-

2. 如果您是在18和26歲之間的男性,但

3. If you were born after 1960 and you were in
the US between the ages of 18 to 26, you must
have registered with Selective Service, even if
you were undocumented.

688-6888 등록 가능

從來沒有登記, 請您馬上登記.

1. 신고를 했으나 기록이 없는 경우 847-688-

1. 如果您層登記,但沒有以上所需信息,
請打847-688-6888 或到www.sss.gov
查詢.

3. 如果您在1960年之後出生，並且到達
3. 1960년 이후 출생 및 18세부터 26세 미국에

美國時是在18和26歲之間，您必須在此

입국한 경우 서류 미비자라도 병역 신고를

期間登記過義務兵役，即使你當時不是

했어야 합니다.

FEE WAIVER
 Tax Returns from prior year
 Approval Notices for Public Assistance,
Food Stamps, Medicaid, SSI, etc.

義務兵役號碼和登記日期 (月/日/年).

이민국 수수료 면제
가장 최근의 SNAP(푸드 스탬프) 승인 편지
서류 (Food Stamp Award Letter)
정부 보조 프로그램 승인 서류

合法移民身份。
申請費減免
 最新的糧食券批准信



公共援助/現金補助批准信
最新的報稅單

*This is a partial list only. We may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and/or documentation. *

*본 리스트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這隻是一部分的信息，您可能需要提供更多的信息和文件。*

PRIOR ADDRESSES / 이전 주소 / 居 住 紀 錄
List all addresses where you have resided in the last 5 years (from most recent to oldest).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 (가장 최근부터 오래된 주소 순서로) 적으세요.
請列出過去5年的居住地址 (從最近依序列出)
1. Stre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Floor: 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 Zip: __________
From (mm/dd/yyyy): _______ / _______ / _______ to ___PRESENT (현재 / 最近)___

2. Stre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Floor: 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 Zip: __________
From (mm/dd/yyyy): _______ / _______ / _______ to _______ / _______ / _______

3. Stre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Floor: 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 Zip: __________
From (mm/dd/yyyy): _______ / _______ / _______ to _______ / _______ / _______

4. Stre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Floor: 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 Zip: __________
From (mm/dd/yyyy): _______ / _______ / _______ to _______ / _______ / _______

5. Stre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t/Floor: 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 Zip: __________
From (mm/dd/yyyy): _______ / _______ / _______ to _______ / _______ / _______

Employment History
List information for all employment history in the last 5 years.

고용 기록 (지난 5년) / 工作紀錄 (過去 5年)
Employer Name

Employer Address

Employee Title

Start Date

End Date

고용주 이름 / 雇主名字

근무지 주소 / 雇主地址

본인 직책 / 員工職稱

첫출근 날짜 / 開始日

마지막 출근 날짜 /
結束日

TRAVEL HISTORY / 여행 기록 / 出、入境記錄
List information for all travel outside the U.S. for the past 5 years.
영주권 발급 후 모든 해외여행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請列出過去五年的所有的出入境記錄

Date of Departure
출국일 (년,월,도)

Date of Return
귀국일(년,월,도)

Countries Traveled
여행국가

Total # of Days
여행 일수

Passport Stamp?
여권 도장 여부

出境日期

入境日期

旅遊國家

天數

是否有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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