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하세요!
전문가들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시민권을 받으시면 여러 사회 복지 혜택 및 투표를
통해 이민자의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10 a.m. – 2 p.m.
장소: 북 버지니아
5월 10일까지 예약 필수. 가능한 예약 자리 한정됨.
시민권 신청 자격 확인과 예약은 703-256-2208으로 전화주세요.
$10 기부금은 인쇄비로 사용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서비스:
* 시민권 신청 자격
확인
* 시민권 신청서
N-400 작성 지원
* 변호사 또는
법률상담가를
통한 서류 점검
* 시민권 안내자료
(영문/한글) 제공

아래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 여권
* 영주권
* 주 발급 신분증 또는 운전 면허증
* 소셜 시큐리티 카드
* 여권 사진 2부
* $725 수표 또는 머니 오더 (수취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지난 5년간의 거주지주소와 날짜 기록 (모든
날짜 기록은 월/일/연도 순, (예) 2016년 1월 5
일은 01/05/2016으로 표기)
* 지난 5년 동안 다닌 미국내 직장 또는 학교 및
날짜 기록
* 배우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거주신분.
* 재혼하신 경우에는 전 결혼 및 이혼 관련
서류들과 전 배우자 정보
* 자녀 성명, 생년월일, 거주신분, 법정 기록 일체
* 음주운전 및 과속 기록 - 법정 처분 기록

주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 * www.nakasec.org

BECOME A U.S. CITIZEN

Receive FREE Assistance from Trusted Experts
Take an important step in your American journey and commit to citizenship.

Saturday, May 13, 10 am - 2 pm

Northern Virginia
Appointment Only. Limited Slots Available.
Call 703-256-2208 for pre-screening and appointment.
$10 fee to cover costs of printing. Donations welcome.
FREE services in Korean
and English include:
* A check of your
eligibility for
citizenship
* Assistance to fill out
citizenship application
(N-400)
* Application review by an
immigration lawyer or
qualified legal
representative
* Copy of “Your Guide to
Citizenship”
(English and Korean)

Documents to Bring
• Passport,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Driver’s License or State-issued ID, Social Security card
• 2 passport-style photos (2 x 2 inches)
Information to Bring
• Home addresses from the past 5 years.
• Employment and/or schools for the past 5 years.
• All trips outside of the U.S., including departure and
return dates.
• Current spouse information: name, birthday,
immigration status.
• Previous marriage and spouse information
• Children’s information: name, birthday, immigration
status, legal issues.
• Any legal matters, including DUIs, speeding tickets, etc.
Please bring disposition from court.
Application filing fee: $725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f 75 or
older, the fee is $640.
If you have any issues,
please call us before coming to the workshop.

Organized by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www.nakase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