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입니다
미국시민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주권자들은 미국시민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을 얻는 것을 고려해보는 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민이 되면, 시민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미국인으로서의
모든 책임도 부여받습니다. 시민권은 저와 저의 가족에게 훌륭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완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시민권지원 자격요건에 충족됩니까?
일반적으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8 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5 년 이상 경과.*
영주권자로 5 년 이상 미국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
최근 30 개월간 미국 내에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명.*
지원하고 있는 미국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구역 혹은 주에 3 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명.
기본적인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것.
미국의 역사와 정부(공민)에 대한 기본적 이해.
도덕성과 바른 품성을 갖춘 자.
미국헌법의 원칙과 이상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것.

*

이상의 요건은 귀하가 미국시민과 결혼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시민권에 대해서 더 알아보십시오.

www.uscis.gov/citizenship
1-800-375-5283

I’M A

PROUD

AMERICAN
Have you considered U.S. citizenship?
Permanent residents have most of the rights of U.S. citizens. However, there are
many important reasons to consider U.S. citizenship. When you become a citizen,
you will receive all the rights of citizenship. You also accept all of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an American. Citizenship opened up great opportunities for me and my family.
I am now able to fully contribute to my community and this nation.

Are you eligible to apply for U.S. citizenship?
In general,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Be at least 18 years old.
Be a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5 years.*
Demonstrate continuous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Show that you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30 months.*
Show that you have lived for at least 3 months in the state or USCIS district where you apply.
Be able to read, write, and speak basic English.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U.S. history and government (civics).
Be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Demonstrate an attachment to the principles and ideals of the U.S. Constitution.

* This requirement may change if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I chose opportunity. I chose to become a U.S. citizen.
Learn more about U.S. citizenship.

www.uscis.gov/citizenship
1-800-37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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