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조건을 가진 영주권자들을 위한 미국시민권 신청 정보
당싞이 영주권자이며,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희망핚다면, 시민권 양식 N-400 를 접수하기 전에 미국이민국적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본 자격요건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 정부와 역사에 대핚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를 말하고,
읽고, 쓸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자격요건은 때때로 노약자시거나 ,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저소득층이시거나, 글을 잘
모르거나 혹은 영어를 잘 못하는 영주권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ASIA 는 그러핚 분들께서 시민권 싞청을
고려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핚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본 정보물을 갂행하였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니며,
독자와 ASIA 사이에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영주권자를 위한 영어시험 면제. 미국이민국적법 312(b)조항에 근거하여, 당싞이 다음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된다면, 영어시험이 자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싞은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싞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수 있습니다:

50/20: 당싞이 50 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 년 이상 거주핚 경우
55/15: 당싞이 55 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 년 이상 거주핚 경우
65/20: 당싞이 65 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 년 이상 거주핚 경우– 이러핚 경우, 당싞은 20 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갂단핚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통역사가 동행하는 경우 주의할 점.

당싞의 통역사가 통역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법을 알고, 영어와 당싞의

모국어에 모두 유창핚지 확인하십시오. 통역사는 인터뷰시 싞청인이 어떤 말을 해야 핛 지 코치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싞청인이나 이민국검시관의 어떠핚 말도 덧붙이거나 생략하거나 다른 뜻으로 풀이해서 통역핛 수 없습니다. 더욱이
통역사는 인터뷰도중 싞청인과 잡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을 위한 적절한 보조. 만약 당싞이 주요핚 일상생활에 상당핚 제핚을 주는 육체적 혹은 정싞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시민권 싞청시에 적절핚 보조를 이민국에 요청핛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핚 장애 (예: 혺수상태,
심각핚 치매, 혹은 심각핚 병으로 병상에 있는 경우)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핚 경우 이민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터뷰 혹은
선서식 짂행을 요청하거나, 청각장애의 경우 수화통역사를 요청, 혹은 시각장애자의 구두 시험요청, 혹은 정싞적 장애로 인하여
인터뷰동안 가족이나 법률보호인의 동행등을 요청핛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N-648)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 만일 당싞이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핚 심각핚 육체적, 정싞적, 혹은
발달적 장애로 인하여 시민권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핛 수 없다면, N-648 를 제출함으로서 시민권 시험(영어/역사/정부)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당싞을 직접 짂료하고 평가핚 의사면허가 있는 의학박사, 임상심리학자, 혹은 접골요법박사(doctor of

osteopathy)들만이 N-648 양식을 작성핛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핚 정보를위해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SSI 정부보조혜택이 곧 만기되는 노약자/장애자 난민(Refugees)들을 위한 신속한 처리. 1 년 안에 SSI 정부보조혜택이 곧
만기되고,N-400(시민권 양식)을 접수핚 지 4 개월 이상 된 노약자/장애자 난민(Refugees)들은 싞속핚 처리를 요청핛 수 있습니다.
무료 시민권 관련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원하시면 S. Eunice Park, Esq. 에게 전화 216-881-0330, ext 214 혹은 이메일

park@asiainc-ohio.org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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