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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 
 
 
미합중국의 영주권자가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미 대통령과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미국에서
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로부터의 이민자들을 환영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부에 기
여하고 자유와 기회의 땅으로서의 유산을 보전하는 이민자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됨으로서, 여러분은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됩니다. 마치 목표를 향해 정진하듯이, 여러분은 시간을 두고 이 나라와 그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 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지금까지의 성공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
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 장대한 국가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흥미로운 기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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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정착하기

건강보험이 
필요하십니

까? p. 27.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아십니까? 

p. 6.

직업이 필요
하십니까? 

p. 21.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

까? p. 42.

미국에 대해서 더 아
시고 싶으십니까? 

p. 48.

시민권을 취득하
고 싶으십니까? 

p. 58.

영어를 공부하
고 싶으십니까? 

p. 37.

자녀가 있
으십니까? 

p. 32.

거주하실 장소
가 필요하십니

까? p. 14.

필요한 서류는 모
두 구비하고 계십니

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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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항에 대하여 어느 부서에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모르실 경우, 1-800-FED-INFO(혹은  
1-800-333-4636)으로 전화를 거셔서 어디로 연 
락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청각장 
애인의 경우는 1-800-326-299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http://www.USA.gov를 통해서도 연방 부 
서와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ED]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전화: 1-800-872-5327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437-0833
http://www.ed.gov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1801 L Street NW
Washington, DC 20507
전화: 1-800-669-4000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669-6820
http://www.eeoc.gov

보건복지부[H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전화: 1-877-696-6775
http://www.hhs.gov

국토안보부[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ashington, DC 20528
http://www.dhs.gov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전화: 1-800-375-5283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767-1833 
 http://www.uscis.gov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 
 전화: 202-354-1000 
 http://www.cbp.gov 

미국이민세관국[ICE] 
 http://www.ice.gov

주택도시개발부[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51 7th Street SW
Washington, DC 20410
전화: 202-708-1112
청각 장애인용 전화: 202-708-1455
http://www.hud.gov

법무부[DOJ]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0001
전화: 202-514-2000
http://www.usdoj.gov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전화: 1-800-829-1040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829-4059
http://www.irs.gov

선발징병제[SSS]
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 Information Office
PO Box 94638
Palatine, IL 60094-4638
전화: 847-688-6888
청각장애인용 전화: 847-688-2567
http://www.sss.gov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Public Inquiries
6401 Security Boulevard
Baltimore, MD 21235
전화: 1-800-772-1213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325-0778
http://www.socialsecurity.gov 또는
http://www.segurosocial.gov/espanol/

연방 부서와 기관들

http://www.USA.gov
http://www.ed.gov
http://www.eeoc.gov
http://www.hhs.gov
http://www.dhs.gov
http://www.uscis.gov
http://www.cbp.gov
http://www.ice.gov
http://www.hud.gov
http://www.usdoj.gov
http://www.irs.gov
http://www.sss.gov
http://www.socialsecur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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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DOS]
U.S. Department of State
2201 C Street NW
Washington, DC 20520
전화: 202-647-4000
http://www.state.gov

그 밖의 정보들: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를 
방문하십시오. 새 이민자를 위한 자원인   
http://www.welcometousa.gov도 방문하십시오. 

1-800-375-5283이나 1-800-767-1833 
(청각장애인)으로 전화를 걸어 고객서 
비스에 문의하십시오. 

미국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 양식을 구하
시려면, 1-800-870-3676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웹사이트를 방문하
십시오.

http://www.state.gov
http://www.uscis.gov
http://www.welcometou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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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안내문은 여러
분이 미국에서 정착하는 데에,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문은 
여러분의 법적 신분과 여러분이 필요로 할 서류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기관과 단체
의 정보에 대해 개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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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이 나라와 그 국민 그리고 정부의 체계에 대해서 익혀나가기 시작해야 합
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서 새로운 이민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연방정부, 주(州) 정부, 그리
고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관해 이해하시고, 또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미국을 어떻게 형성하
여 왔는가를 익혀두도록 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
성과 그 방법 역시 담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영주권자와 관련된 권리, 의무, 그리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특정 정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법률, 규제,  
양식, 그리고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이민 관련 특정 질문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항상 이러한  
세부 자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uscis.gov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USCIS 양식은 1-800-870-3676으로 연락해서  
취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1-800-375-5283 또는 1-800-767-1833(청각장애인)으로 연락 
하여 고객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이 안내문은 미국 생활의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미국 생활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주 정부나 카운티, 혹은 
시의 관청에 연락하여 필요로 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거나, 신규 이민자의 정착을 
도와주는 지역단체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관청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나열
된 무료 정보를 이용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
미국의 공공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하
고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 조사를 도와줄 수 있으며, 책이나 비디오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 카드를 발급해 줄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열람 가능한 지
역신문과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인터넷 검색
을 하려면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일부 도서관은 인터넷 검색 무료 강습을 제공합니다. 
일부 도서관은 또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영어 지도 
또는 강습,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지역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는 연방, 주(州), 그리고 지역 사회 서비스에 관한 주요정보와 전화번호를 담고 있습니
다. 전화번호부에는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 지역 지도, 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실려있
습니다. 화이트 페이지에는 개인의 전화번호가; 옐로우 페이지에는 사업체와 각종 단체의 전화번
호 및 주소; 그리고 블루 페이지에는 지방, 주(州), 연방 정부 청사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411로 전화를 걸면 미국 전역의 어디에 있는 특정 전화번호라도 안내 받을 수 있습
니다. 각 시에는 별도의 지역사회 전화번호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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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터넷은 연방, 주(州), 지방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많은 정보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줍
니다. 대부분의 정부 웹사이트의 주소는, ‘.gov’로 끝납니다. 댁에 컴퓨터가 없을 경우, 공공 도서
관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 거주지 찾기, 자녀의 학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도움
이 될 만한 자료 등 각종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뉴스와 시사도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삶, 미국 역사와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http://www.welcometousa.gov를 방문하여 새 이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연방정부 자원을 알
아보십시오.

주의: 이민자 여러분은, 개인이 마치 정부기관 웹사이트인 것처럼 꾸며놓고 여러분을 기만
하려는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의 공식 웹사이트는 
 http://www.uscis.gov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역사회-그리고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종교단체
많은 지역사회에는 무료 혹은 저가의 수수료로 이민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들은 이민자로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번호부 검색, 공공 도서관에서 물어보기, 그리
고 지방정부의 사회봉사 기관 등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 곳에서의 생활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는 훌륭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본인을 이웃에게 소개하고 이웃과 알고 지내도록 하십시오.
• 미국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지역사회 단체를 방문하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 주거지역의 종교단체에 참여하십시오.
•  주민 조합에 가입하십시오. 이러한 단체들은 이웃에 영향력을 주는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이는 단체들입니다.
• 지역사회 단체나 학교 혹은 종교단체에 봉사 활동을 자원하십시오.
• 영어수업에 등록하십시오.

참여하기에 관한 자료는 주택도시개발부의 웹사이트 http://www.hud.gov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참여제안에 관한 정보를 구하시려면 “지역사회[Communities]” 항목을 보십시오.

http://www.welcometousa.gov
http://www.hu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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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정보들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를 방문하십시오. 새 이민자를 위한 자원인 
http://www.welcometousa.gov도 방문하십시오.

1-800-375-5283이나 1-800-767-1833(청각장애인)으로 전화를 걸어 고객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양식을 구하시려면 1-800-870-3676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미국시민
권 및 이민 서비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uscis.gov
http://www.welcometousa.gov


영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에 충성하며, 미국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특전’’일뿐, “권리’’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하
고, 언젠가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영주권자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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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로서 지금부터의 행동은 후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시
민이 되기 위한 과정은 “귀화’’라고 칭합니다.

영주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미국 내 어디에서든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남편이나 부인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자격이 되는 경우에, 사회보장제도, 보족적(補足的) 소득보장제도, 메디케어(고령자·장

애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 재산을 소유할 권리
•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나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특정한 주(州), 혹은 지역 규제가 없을 시에 화기(火器)를 구입 혹은 소지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습니다: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미군 선발징병제에 등록 할 것. 8 페이지의 지시를  

보십시오.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임을 증빙하는 증거를 상시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국토안보부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8 페이지

의 지시를 보십시오.

영주권자들에게는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영주권카드  
(I-551 양식, Permanent Resident Card)가 발급됩니다. 혹자는 이를 
그린카드라고 부릅니다.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 이민 신분
을 증빙하는 증거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민관리국 직원이 요구
할 시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카드는 10년 동안 유효하
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영주권카드를 교환 
혹은 재발급 하려면 I-90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http://
www.uscis.gov에서, 혹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의 양식 전담부
서로 전화를 하셔서 구할 수 있습니다. I-90 양식을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http://www.uscis.gov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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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카드는 카드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영
주권카드는 미국 재입국 시에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밖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후, 미
국에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2개월 이상 미국 외에서 거주하고 
재입국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는 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 밖의 중요한 서류

모국에서 가지고 온 주요 서류들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들로는 
여권,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이혼 증명서,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장, 그리고 특정기
술이나 훈련을 받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유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시민권자가 되실 계획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장기간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나라에서 영구히 살 계획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마십시오.
• 연방 및 주(州), 그리고 거주 지역(적용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십시오.
• 주소가 변경되면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십시오. 

이민 신분을 유지하십시오
미국을 장기간 떠나거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1년에 최소한 미국에 한 번 입국하면 얼마든
지 해외에서 거주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
을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위해서는 여
행증명 신청서인 I-131양식(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을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http://www.uscis.gov, 혹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양식 전담부서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으
며,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재입국 허가는 2년 간 유효합니다. 재입국할 때는 비자나 영주권 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지
만, 해외에 잠시 들른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state.gov 
또는 해외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국무부 영사관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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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서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국세청에 소득을 보
고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
구가 있을 시에는 주(州), 시(市), 혹은 지방 
세무부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외
의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소득세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서에 
“비이민자’’로 기재할 시에 미국 정부는 영
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
니다.

선발 징병 대상자 등록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라면 반드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는 것은 미
국 정부에게 등록 당사자가 미국 국군에 복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징병제
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는 한 군 복무를 해야 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을 뜻합니다.

등록은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하려면 선발징병 웹사이트:  
http://www.sss.gov에 접 속하십시오.선발징병 상담원과의 
통화를 원하면 유료전화 847-688-6888을 이용하십시오.

또한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의 웹사이트  
http://www.uscis.gov에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에 주소변경 통보하기
이사를 가실 때마다 국토안보부[DHS]에 새로운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통보를 위
해서는 거류외국인의 주소변경카드 AR-11 양식(Alien’s Change of Address Card)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
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http://www.uscis.gov를 통해서 AR-11 전자양식을 작성하
여 새주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심리 중인 대부분의 케이스도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
습니다.

그 밖의 정보는 1-800-375-5283을 통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로 전화를 하시거나,  
http://www.uscis.gov 을 방문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와 결혼한 지 이년 미만일 때 영주권자 신분이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 수여자 본인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역시 조건부 영주권
자가 됩니다. 일부 투자이민자들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
부 영주권자 신분을 승인받은 그 날부터 이년 이내에 거주조건 삭제 청원서 I-751 양식(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또는 조건 삭제 기업주 청원서 I-829 양식(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을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은 대개 영주

http://www.sss.gov
http://www.uscis.gov
http://www.uscis.gov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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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카드의 만기일과 일치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발급일의 만 이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남편 혹은 부인과 함께 작성해야하는 I-751 양식
조건부 영주권자이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에 근거하여 이민한 경우, 영주권자 신분
에 있는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I-75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 관계
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 혼자서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이후 언제라도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에 I-751 과 I-829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

누가: 조건부 영주권자.

왜: 조건부 거주 신분은 조건부 영주권자 된 날짜로부터 이년이 지나면 만료되기 때문에.

언제: 조건부 영주권자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I-751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이민
자들의 경우에는 I-82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양식 모두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일은 대개 영주권자 카드에 나와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의 양식 전담부서 1-800-870-3676으로 전화
를 하셔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http://www.uscis.gov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보내실 곳: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서비스센터로 양식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센터
의 주소는 양식 서면의 지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용: I-751 이나 I-829 양식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유동적이며, 따라서 
양식을 보내기 전에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751 혹은 I-829 양식을 제 때에 제출한다면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대개 조건부 영주권
을 최장 12개월 간 연장하는 통지를 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당
신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주의: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혹은 다른 정부기관에 보내는 모든 양식의 사본을 보관하
십시오. 서류를 보내실 때에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사본을 보내십시오. 때로 양식이 분
실되는 수가 있으니 사본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구하기

이민 관련 문제로 조력이 필요하실 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합법적인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지역 변호사 협회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주(州)에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인증합니다. 이런 변호사들은 시험을 통과하여 이민법
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증명된 이민 전문 변호사입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의 주(州)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는 현재 인증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명단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어떤 특정 변호사를 보증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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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문제로 조력을 필요로 하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재정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무료 
혹은 낮은 수수료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실 수 있
습니다: 

•   인정 받은 기관. 이 기관들은 이민소송위원회[BIA]의 인정을 받은 기관들입니다. 어떤 기관
이 이러한 인정을 받으려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매우 낮은 수수료만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민
소송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기관들을 검색하시려면 http://www.usdoj.gov/eoir/statspub/
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pdf를 방문하십시오.

•   공인된 법정대리인. 이들은 이민소송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기관과의 연결 하에 일하는 사
람들입니다. 이 법정 대리인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매우 낮은 수수료만을 받습니다. 이민소
송위원회의 공인된 법정대리인의 명단을 보시려면 http://www.usdoj.gov/eoir/statspub/
accreditedreproster.pdf를 방문하십시오.

•   적격의 대리인. 이들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대리인들은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와 이민
법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으로서는 법대 학생이나 졸업생, 혹은 (친척, 이웃, 
목사, 직장동료, 친구 등의)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
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자. 이민재판장 사무실[The 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에는 
이민소송에 관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usdoj.gov/eoir/probono/states.htm을 방문해 보십시오). 이 명단의 변호사와 단
체들은 이민법원에서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법적 절차에 있어서 이민자를 대변해 줄 것입
니다. 이 명단에 나와있는 변호사나 단체는 이민관련 소송에 있어서만 무료로 이민자를 돕겠다
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 몇몇은 (비자 신청이나 귀화 등의)법정 밖의 문제에 대해
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무료 프로그램. 각 지역의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사무실을 통해 그 지역의 승인 받은 무료 
단체나 단체 대표의 목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전국 가정 폭력 신고전화인 1-800-799-7233(청각장애인의 경
우: 1-800-787-3224)로 전화 하셔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스페인어 및 다른 언어로도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그 자녀가 가정 폭력 피해
자가 된 경우,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http://www.uscis.gov를 참고하거나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이민상담을 가장한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정직함과 훌륭한 자질로서 이민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
나 이민자들을 이용하려는 몇몇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민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전, 또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어떤 종
류의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이민 사기의 피해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하십시오.

http://www.usdoj.gov/eoir/statspub/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pdf
http://www.usdoj.gov/eoir/statspub/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pdf
http://www.usdoj.gov/eoir/statspub/accreditedreproster.pdf
http://www.usdoj.gov/eoir/statspub/accreditedreproster.pdf
http://www.usdoj.gov/eoir/probono/states.htm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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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몇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이민 관련 문제를 조력하는 어떤 개인이나 사설단체도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와 특별한 관
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좋은 약속을 하는 사람이나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과를 보장
한다든지 소송절차를 더 빠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으셔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민 혜
택을 받으시기에 부적격한 경우라면, 이민변호사나 컨설턴트라 해도 그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
다.

•  어떤 컨설턴트나 여행사,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공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민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자격증명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시고 이
민소송위원회의 공인서류와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어떤 이가 합법서
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들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계약서는 영어와 모
국어(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 해당)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에게 제공될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그에 대한 비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참고인
을 요구하십시오.

•  되도록 이면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
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원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백지 양식의 서류나 신청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을 완전히 이
해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도움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해당 주(州),혹은 해
당 지역 검찰청, 소비자보호원, 혹은 해당 지역 경찰청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미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
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
다. 범법자는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으며,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며, 특정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법사항은 다
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징역 일년의 중죄를 선고 받는 폭력범죄를 포함한 “중범’’
• 살인
• 테러리스트 활동
• 강간
• 아동 성(性)폭행
• 마약, 화기(火器), 인신 불법 거래
•  절도(竊盜)나 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 신체적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 

무모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피해; 혹은 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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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할 시에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본인 혹은 타인의 이민 혜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미국 시민을 사칭하는 경우
•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된 연방선거 혹은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경우
•  상습적인 “알코올 남용자-만취자’’인 경우 -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불법 약물을 상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정명령대로 가족, 자녀, 배우자를 부양하지 못 하는 경우
•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및 가족 구성원을 괴롭히거나 폭행한 죄로 구속 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가정폭력이라 명명함)
• 공공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경우
• 요구되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가까운 친척이거나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경우

범법 행위를 하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이민 혜택을 신
청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이민서비
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상담하십시오. 9페이지의 법률자문 구하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에서 정착하기 
 
이 장(章)은 미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章)을 
통해 여러분은 주거지와 직업,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 재산관리,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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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장소 찾기
 
여러분은 미국 내에서 주거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머무르다가, 직업을 찾은 후에 자신의 거처로 옮깁니다. 때로는 종교 단체 혹
은 지역 단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의 25퍼센트 정도를 주택비로 지출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임대 주거형태
아파트나 주택은 임대가 가능하며, 이를 찾는 데는 몇 가
지 방법이 있습니다: 

•  건물에 쓰여있는 “아파트 임대가능’’ 혹은 “임대’’ 라고 
쓰인 표지판을 찾습니다.

•  신문에서 “광고 분류’’ 혹은 “광고[Classified]’’라고 쓰
인 난을 찾습니다. “임대 아파트’’ 혹은 “임대 주택’’ 목
록이 있는 페이지를 찾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임대하는 
집의 위치나 방의 개수, 임대 비용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
니다.

•  옐로우 페이지에서 “부동산 관리[Property 
Management]’’ 편을 보십시오. 이러한 회사들은 집을 임대하는 회사들이며 주거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  친구나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임대할 만한 장소를 아는지 물어보십시오.
• 도서관이나 식료품 상가, 커뮤니티 센터에 비치된 게시판의 “임대” 벽보를 찾아보십시오.
•  인터넷을 통해 임대상황을 체크 해 보십시오. 집에 컴퓨터가 없다면 공공 도서관이나 인터넷 카

페에 가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집을 임대할 때 예상되는 것들
임대 신청하기. 아파트나 집을 임대해주는 사람들을 “건물주’’라고 부릅니다. 건물주는 여러분에
게 임대 신청서 양식의 기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는 여러분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자 본인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영주권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장의 임금지불 증명서를 제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소정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
니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
람은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며, 계약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불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건물주가 임대에 동의하면 임대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
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곳에 거주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는 일년 단위이나, 일개월과 같이 단기간 머무를 
곳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장기 임대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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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집을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됩
니다. 만약 임대장소에 손상을 입혔을 시에는 부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
약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도 명시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서류입니다. 계약자 본인 측의 계약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건물주 또한 본인
의 계약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물주는 그들의 건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불하기. 집을 임대한 사람은 대개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때에 임대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대개 한 달 분의 임대료와 동일합니다. 이 보증금은 이사를 나간 후 집이 깨끗하
고 쾌적한 상태에 있다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는 보증금의 일부를 집 
청소와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사를 들어오시기 전에 집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건물주에게 
통보하십시오. 이사를 나가기 전에 건물주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것을 고쳐야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기타 임대비용 지불하기. 어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에 모든 요금(가스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의 이용
에 대한 개별적인 요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하실 때에 건물주에게 이러한 요
금들이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요금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요금은 여름(냉방비) 혹은 겨울(난방비)에 더 많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고장 문제 수리

건물주는 임대하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  우선,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와, 수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시오.

• 다음으로, 건물주에게 문제점에 대한 편지를 쓰고,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해당지역 주택관리국에 전화를 하십시오. 대부분의 시(市), 혹은 지방 정부에

는 문제발생 시에 건물을 점검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점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물
주에게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임대 계약의 종료는 “임대차계약의 종결’’이라고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현재 
임대상태의 집을 임대할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종료 시키는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가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본인
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최소한 이사 30일 이전에 통지를 해 줄 것을 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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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 주거(住居)에서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 인종과 피부색
• 출신국가
• 종교
• 성별
• 신체장애
• 결혼여부와 같은 가족 사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거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1-800-669-9777 번을 통하여 주
택 도시 개발부[HUD]에 연락하십시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사를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 통지하여 우편물이 새로운 주소로 배달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은 온라인 http://www.usps.com에서 가능하며 인근 우체국을 직접 방
문하여 이사안내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국토안보부에 AR-11양식을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8페이지의 지시사항을 참고로 하십시오.

주택 구입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입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구매해야할 집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물어보거나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해서 중개인을 소개받으십시오. 주택을 구매하고자하는 지역
에 대해 잘 아는 중개인을 구하십시오. 신문 광고의 “주택매매’’ 란을 보십시오. 혹은 동네에 세워
놓은 “주택매매’’ 표지판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구매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융자를 받아야 하며, 이를 “주택융자’’라 합니
다. 주택융자는 해당지역 은행이나 주택융자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융자를 받는 것
은 특정 요율이나 이율로 정해진 기간동안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방소득세에서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은행이나 융자회사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은행이나 융자회사는 신규이민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하
게끔 되는 경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http://www.hud.gov의 “가정
[Homes]’’ 편을 통해 그 밖의 정보를 구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주택소유주 보험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대
개 악천후, 화재, 강도로 인한 피해의 경우를 보장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치에 준해 재산세
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택관련 변호사가 적절한 주택융자와 보험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
택 구매를 위한 서류 작성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구매를 도와준 대가
로 수수료를 요구 할 수 없으나, 변호사의 경우는 서류작성을 도와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

http://www.usps.com
http://www.hu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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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또한 주택융자를 받는 것과 주(州) 정부에 법률양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동산 매매비용’’이라 합니다. 주택 구매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부
동산 중개인이나 주택융자자가 이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주택 구매나 임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웹사이트인 http://www.hud.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569-4287로 전화하시면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택구매와 주택융
자에 관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ttp://www.pueblo.gsa.gov의 연방시민정보센
터와 http://www.fanniemae.com의 “주택소유자와 주택구매자[For Homeowners and 
Home Buyers]’’ 편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받기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는 미국 정부에 
의해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러분의 소득과 수혜 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
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는 역시 은행이나 학교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위
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주택을 구매 할 때에도 사회보장번호를 제시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총괄하는 곳은 사회보장국입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사회보장
국 사무실을 찾으십시오:

• 친구나 이웃사람들에게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1-800-772-1213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

가 제공되며 무료통역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부의 블루 페이지에서 주소를 찾아보십시오.
•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http://www.socialsecurity.gov를 찾아보거나, 스페인어는  

http://www.segurosocial.gov/espanol/ 를 보십시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의 사회보장 번호 신청을 돕기 위해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1-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역을 찾아줄 것입니다. 사회보
장국 사무실을 방문할 때 역시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는 미국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
다. 웹사이트의 한 섹션은 14개 언어로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거나, 스페인어는 http://www.segurosocial.gov/
espanol/ 를 보십시오.

http://www.hud.gov
http://www.pueblo.gsa.gov
http://www.fanniemae.com
http://www.socialsecurity.gov
http://www.socialsecurity.gov
http://www.segurosocial.gov/espanol/
http://www.segurosocial.gov/es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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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기 위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한다든가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민비자 신청 당시에 사회보장번호나 카드를 이미 신청한 경우이며,
• 2002년 10월 이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이고,
• 미국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만18세 이상이었던 경우.

신분도용 피하기

“신분도용’’이란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을 누군가가 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들은 훔친 정보를 이용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으로 신
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도용은 심각한 범죄이며 다음 사항을 참고로 스스
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사람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잘 알고 믿을 만한지를 확실히 하십
시오. 특히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 사회보장카드를 집안의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휴대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필요한 신분확인증과 신용카드만을 휴대하십시오. 나머지는 집안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개인정보가 기재된 모든 종이와 양식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잘게 찢거나 자르십시오.

신분 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연방통상위원회의 신분도용 신고전화 
1-877-438-4338로 전화하여 도움을 구하십시오. http://www.ftc.gov/bcp/edu/
microsites/idtheft에서도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번호 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국으로 보냅
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배정하고 USCIS가 영주권 
카드를 보낸 주소로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우송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지 삼주 이내에 사회보
장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온지 삼주 이내에 카드를 받지 못하거나 미국에 와서 SSN 카드
를 수령하기 전에 우편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십시오.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야합니다:

• 이민비자 신청 당시에 사회보장 번호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 2002년 10월 이전에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 미국에 도착하였을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사회보장 상담원이 SSN 신청을 도와줄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 사무실을 찾을 때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십시오:

•  출생증명서 혹은 여권과 같이 본인의 출생지와 시기를 명시하는 서류와,
•  본인의 이민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서. 영주권 카드나 이민 도장 

혹은 비자 레이블이 찍힌 여권이 이러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사회보장 카드는 사회보장국이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를 수령한 날로부터 약 이주 정도 지난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서류 중 검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SSN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v/bcp/edu/microsites/idtheft
http://www.ftc.gov/bcp/edu/microsites/id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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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은행계좌 만들기
은행계좌는 돈을 보관하기에 안전한 장소입니다. 은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계좌가 있습니다. 당
좌예금(청구서에 대한 대금지불용)과 예금계좌(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가 가장 보
편적인 것들입니다. 계좌는 본인 혼자서도 열 수 있으며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열 수
도 있습니다. 이 중 몇몇 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합과 저축대출조합은 은행거래의 또 다른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용인이 
여러분이 가입할 수 있는 신용조합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합은 은행과 거의 유사
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열기 전에 서비
스, 수수료, 영업시간, 은행의 위치 등을 잘 고려하여 본인의 필요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을 선
택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많은 상점들이 수표 현금 전환 서비스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하게 재산 관리하기

집안에 큰 금액의 돈을 보관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양의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것 
역시 안전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는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방예
금보험공사[FDIC]의 회원으로 등록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그 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당신의 예금을 보호하도록 은행에 보험을 제공합니다. 만약 은행이 문
을 닫는다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10만 달러까지의 예금은 대신해서 지불해줄 것입니다. 선택
하신 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행계좌를 열 때에는 신원 증명이 필요하며, 이 때에 영주권 카드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계좌에 입금할 “예치금’’이라는 것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 몇 일이 지나면 계좌
에서 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돈의 “인출’’이라 합니다. 돈은 수표를 쓰거나 현금입출금
기[ATM]를 통해, 혹은 은행에서 출금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인출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이용하기
여러분은 개인수표나 현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은행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이, 
공동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만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십시오.

개인수표. 여러분이 은행계좌를 열면 개인수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수표는 대금(代金)을 지불할 시에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수표는 서면에 기재된 개인
이나 사업체에게 지불할 것을 은행에 말해주는 역할
을 합니다. 수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ATM 카드. 여러분은 은행에 ATM 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은행계좌와 연결된 작은 플라
스틱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현금입출금기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을 할 수 있습
니다. 대개 본인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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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다면 수수
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ATM 카드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고 개인식별번호[PIN]라는 현금입출금기 사용을 
위한 특별한 번호를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개인식별번호나 ATM 카드를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 여러분의 은행은 당좌예금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직불카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때로 ATM 카드가 직불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수표를 쓰지 않고도 은행으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한 사업체에게 즉시 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은행수표. 은행수표는 개인의 요구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내
고 돈을 건네 주고자하는 사람이나 사업체 앞으로 그 금액에 대한만큼의 은행수표를 발행 받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먼저 물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상점, 주유소 등과 같은 곳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업형태 입니다. 여러분은 
매 월말에 신용카드 구매 내역을 우편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구매 내역서에 기재된 사
용금액 전액을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용금액을 전액 결제하
지 않으시거나 대금 결제를 늦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자 혹은 부가금액이 청구될 것입니
다. 어떤 신용카드는 매우 높은 이자를 부과합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 줄 때는 각
별히 주의하십시오.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를 확실히 알고 신임할 수 있
는지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주의: 매월 신용카드 청구서의 내용이 올바른 지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한 청구항목이 있다면 즉시 신용카드 회사로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한다면 대금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은행의 계좌번호와 직불카드, ATM 카드, 신용카드 번호와 이 회사들의 전화번호를 따로 기
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지갑을 도난 당하였을 시에는, 카드 회사로 전화하여 카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의 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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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미국에서 본인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서 대금 결제, 융자를 받은 횟
수, 그리고 그 밖의 사항들을 토대로 “신용점수’’ 혹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
니다. 이 신용등급은 주택이나 차량을 구매 할 때나 융자를 받는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
음 사항을 따르면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청구서의 대금을 기한 내에 결제하십시오.
•  신용카드의 미 결제금액을 낮추십시오. 최소한 매월 할당된 최소결제금액은 납부하도록 하

십시오.
• 과도한 융자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마십시오.

연방법에 따르면 일 년에 한 번 무료로 신용평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평가서 
사본을 원할 경우, 1-877-322-8228로 전화를 걸거나 http://www.annualcreditreport.com을 
방문하십시오. 

취업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업 기회를 늘리시려면:

•  친구, 이웃, 가족, 혹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기회나 적절한 근무가능 
지역을 문의해 보십시오.

• 신문의 “광고’’ 페이지에 나와있는 “구인’’ 란을 보십시오.
• 지방사업체 창문에 “일손 구함’’ 이라고 써 붙인 표지판을 찾으십시오.
• 직업소개소나 소재지역 기업체의 인사과를 찾아가 취업기회가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  이민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십시

오.
•  해당지역 도서관이나 식료품 상가, 커뮤니티 센터 등의 게시판의 취업란을 확인해 보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州)의 취업서비스국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  인터넷을 통해 일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도서관 직원이 도

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 신청하기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취업신청서 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것은 주소, 교육정도, 과거의 근무
경력 등에 대한 질문 사항이 담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추천’’이라고 하며 고용주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천인
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무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는 지난날의 근무경력, 
교육정도나 수련정도, 그리고 직업기술 등을 고용주에게 제시해 줍니다. 취업신청을 할 때는 이력
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http://www.annualcredit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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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력서는:

•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 경력과 근무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정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정기술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읽기 편하고 잘 못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이력서 작성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십시오. 개
인사업자 역시 이를 도와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직원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고용주들은 임금 이외에 부가적인 직원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
• 치과보험
• 눈 간호
• 생명보험
• 은퇴연금

고용주는 이와 같은 혜택의 일부비용 혹은 비용전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제공할 혜
택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취업면접
고용주는 당신을 직접 만나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할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근무 경력
이나 직업기술에 관하여 질문을 할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
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고용주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본인이 신청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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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 연방법은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몇몇 연방법은 고용주가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
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그리고 성별 (민권법)
• 연령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
• 장애 (장애가 있는 미국인을 위한 법)
• 성별 (균등 지불 법)

이러한 보호책에 대하여 이 밖의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에는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웹
사이트인 http://www.eeoc.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669-4000(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669-6820)으로 전화하십시오.

근무 장소의 안전, 가족이나 의료관련 비상시의 근무면제, 실업 근로자에 대한 임시자금운용 
역시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필요로 하
실 때에는 미국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dol.gov를 방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임금은 얼마나 되는가? (미국 법은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 휴가는 몇 일이나 되는가?
• 병가(病假)는 몇 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가?
• 어떤 직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고용주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질문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습
니다. 누구도 인종, 피부색, 성별, 결혼여부, 종교, 출신국가, 연령, 혹은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 등
에 대해서 물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민근로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

연방법은 당신의 이민 신분 때문에 고용주가 당신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용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혹은 이민자라는 사실로 인한 고용거부나 해고
•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근무서류의 거부
• 무(無)서류 근로자고용 선호
• 출신국가 혹은 출신국적에 기인한 차별
• 차별대우로 인한 근로자의 불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위

당신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1-800-255-7688 (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237-2515)로 특별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
시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doj.gov/crt/osc에 접속하여 그 밖의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eoc.gov
http://www.dol.gov
http://www.usdoj.gov/crt/o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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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入社時) 예상되는 것
새로운 근무처에 처음으로 가게되면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I-9 고용자격증명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법에 준하여 고용주는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첫날에 
I-9 양식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일 삼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원확인 서류와 근무허가 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서류는 I-9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I-9 뒷면에는 허용되는 서류 종류의 목록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서류로는 영주권 카
드, 혹은 주(州)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첨부한 제약사항이 없는 사회보장번호 카드 등을 예
로 들 수 있습니다.

•  W-4, 근로자 원천과세 허가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고용주는 
지불하는 임금수표에서 정부에 보낼 연방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이를 원천징수 세(稅)라
고 합니다. W-4 양식은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
을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  그 밖의 서류들. 필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州)에 대한 원천징수양식과 혜택을 받기 위한 서
류를 작성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격주, 혹은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임금 수표는 연방세금, 주(州)세
금, 사회보장세금, 또 직원혜택 비용 등이 얼마나 공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용주에 따라서
는 여러분의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직접입금’’이라 합니다.

직장에서 영어로 말하기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배우
도록 하십시오. 대개의 경우 해당지역 공립학
교나 지역사회대학을 통해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
어를 아는 것은 직장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일
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학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37페
이지를 보십시오.

고용주가 직장에서 반드시 영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업무를 올바
르게 수행하는데 영어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이
전에 영어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영어능력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
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용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로 연락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www.eeoc.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669-4000(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669-6820)으
로 전화하십시오.

약물테스트와 신원조사
어떤 직업은 불법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약물테스트를 요합니다. 어떤 직
업은 과거의 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합니다.

http://www.ee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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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세금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들이 연방, 주(州),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세금납부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
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연방, 주(州),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 가능 소
둑’’은 임금이나 자영업수입, 팁, 그리고 재산을 판 후 얻은 수익 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
료를 받을 때에 이미 차감된 금액을 받음으로써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낮은 비율로 소득세를 냅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고 별도의 요구사항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모든 세
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IRS]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연방기관 입니다. 납세자는 연방 “소득신고서’’ 1040양식을 매
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신고서는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또 얼마나 되는 금액
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는가를 정부에 통지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이
를 돌려 받게 되며,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 이 두 가지 연방세는 급료에서 차감됩니다. 사회보장은 퇴직 노동자와 
그 가족; 특정 장애인 근로자와 그 가족; 특정 사망근로자의 가족에게 혜택을 줍니다. 메디케어 세
금은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W-2양식: 급료와 세금명세서

W-2양식은 여러분이 지난해 동안에 받은 급료와 납부한 세금이 기입된 연방정부의 
양식입니다. 과세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에 의하면, 여러
분의 고용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여러분의 W-2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근무지 별
로 W-2양식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W-2양식을 받으시면 반드시 사본 한 장을 연
방세금보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혹은 근무지의 주(州)정
부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곳이라면 W-2사본과 소득신고서 양식을 주(州)정부에도 반
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보장 은퇴 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일생동안 근로한 기간이 10년
(40분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연금 또는 유가족 혜택은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당사자의 수입에 근거합니다.

판매세. 판매세는 주(州)와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특정물품 구매 시에 부과됩니다. 세
금의 금액은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매세는 주(州), 지방정부가 도로, 경찰, 
소방서 등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재산세. 이는 여러분이 소유한 집과 땅에 대해 주(州)와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부
분의 지방에서 재산세는 공립학교 및 기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세무관련 도움 구하기
영주권자인 여러분은 매년 연방소득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세금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
터 12월 사이의 수입을 망라합니다. 이듬해 4월 15일 전에 이를 제출하십시오. 국세청 납세자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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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납세자조
력센터는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납세자조력센터를 찾으
시려면 http://www.irs.gov/localcontacts/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전화상으로 도움을 받으
시려면 1-800-829-1040으로 국세청에 전화를 거십시오.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납부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연방정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하
는 데에 사용됩니다:

• 국가의 안전과 안보유지
• 연구를 통한 질병예방과 치료
• 보험을 통한 은행의 예금보호
• 어린이 및 성인교육
• 도로와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
•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의 긴급구호

미국 내에서 여행하기
 
미국 내에서 여행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은 버스, 지하철, 트롤리
버스, 전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렴한 요금으로 이러한 교통 수단
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
입하실 수도 있으며, 매회 승차마다 요금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택시는 요금을 지불하고 원
하는 목적지까지 승차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며 다른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이용요금이 비쌉니다.

차량 구입을 해야 하는가?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활동이 편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에 대해 반드시 보험을 들
고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에 따라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자가운전
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비용과 이익을 잘 검토하십시오.

운전면허 취득하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운전을 하시고 싶으시면 운전면허를 신
청하여 이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州)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십시오.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州)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사무실은 주(州)마다 그 명칭이 다르며, 차량관리국(DMV), 교통국, 차량행정국, 공공안전 담당국 
등이 보편적이 명칭입니다. 이런 사무실에 관한 정보는 전화번호부의 블루페이지나  
http://www.usa.gov/Topics/Motor_Vehicles.shtml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이미 발급 받은 경우에, 이를 거주하고 있는 주(州)에서 유효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州)사무실을 통하여 가능여부를 알아보십시오.

http://www.irs.gov/localcontacts/index.html
http://www.usa.gov/Topics/Motor_Vehicl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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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10가지 방법

• 우측통행을 하십시오
• 운전면허증과 보험 등록증을 상시 휴대하십시오
•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 어린이를 위해서는 안전좌석과 이에 맞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십시오
• 좌회전 혹은 우회전시에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십시오
• 모든 교통규칙과 교통신호를 준수하십시오
•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등이 지나가야 할 때는 차를 갓길로 정차 시키십시오
• 적색등을 켜고있는 통학용 버스를 앞지르지 마십시오
• 음주, 혹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 안갯길, 빙판길, 눈길 그리고 우천시에는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운전면허증은 미국 내에서 신원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지 않는 경우
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실 줄 모르는 경우에는 운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공립학교들이 운전교
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옐로우페이지의 “운전지도’’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주의: 미국에서 히치하이킹(지나가는 차에게 무임승차를 부탁하는 행위)은 보편적인 행동
이 아니며 많은 지역에서 이는 불법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히치하이킹을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행정보

버스여행:
그레이하운드 1-800-229-9424
http://www.greyhound.com.

기차여행:
앰트랙 1-800-872-7245
http://www.amtrak.com.

비행기여행:
미국에는 많은 항공사가 있습니다. 옐
로우페이지의 “항공사’’편을 참조하
십시오.

건강 관리
 
미국에서는 의료비를 각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용이 높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고용주는 근로자 혜택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건강보험 
비용의 전액을, 또 어떤 고용주들은 일부를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월별 납입금액을 “보험
납입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보험납입금의 일부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고
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납입금 부분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http://www.greyhound.com
http://www.amtr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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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 및 저비용의 건강관리소 찾기

진료소는 저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에는 하나 이상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민자를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단체는 무료 혹은 
저가의 진료소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보건복지부[HHS] 역시 이민자들을 위한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소 
및 다른 보건의료 선택사항을 나열한 목록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진료소 혹은 의사를 찾
으시려면 http://ask.hrsa.gov/pc/를 방문하셔서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옐로우 페이지의 “사회복지사업’’ 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의사들은 여러분의 건강보험회사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건강보험회사는 의료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합니다. 종종 의료비용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부담금’’이
라 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없을 시에, 정부 혹은 주(州)의 건강관리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
부분의 주(州)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특정형태의 보조를 제공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州)나 
마을의 건강관리부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응급 의료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인근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연방법에 의해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방 및 주(州) 보건의료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이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주(州)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주(州)는 개별
적인 메디케이드 지침을 갖고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의사방문, 입원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
다. 1996년 8월 22일 전에 입국한 영주권자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혹은 그 이후에 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 내에 5년 이상 거주
하였으며,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연장자나 특별 장애가 있는 이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
어는 질병과 상처에 대해서는 의료비용을 지불하나 정기검진이나 치과진료, 눈 간호 비용은 지불
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관한 그 밖의 정보

1-800-772-1213으로 사회보장국에 전화를 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www.cms.hhs.gov를 
통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에 접속하십시오.

메디케어에는 파트 A와 B, 그리고 처방약 보상 등을 포함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A는 무료
이며, 메디케어에 의해 인가 받은 병원과 요양원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다. 파트 B는 의사방
문, 구급차, 검사, 외래진료 치료에 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파트 B는 수혜자가 월 수수료를 납부

http://ask.hrsa.gov/pc/
http://www.cms.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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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처방약 보상은 치료용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품 비용을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의 처방
약 플랜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의지이며, 이러한 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월 수술료는 납
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특정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B, 그리고 처방약 보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메
디케어의 수혜자가 됩니다.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타의 이유로 인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면 
인근의 사회보장 사무실로 전화하여 등록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
면 보통 일생동안 미국 내에서 10년(40분기)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
디케어 웹사이트 http://www.medicare.gov/publications/pubs/pdf/10050.pdf에서 “메디케어
와 당신(Medicare & You)” 이라는 출간물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주(州)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여러분이 특정조건에 부합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무료 혹은 저비용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州)는 유아, 어린이, 십대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보험은 의사방문, 처방전 상의 의약품, 병원진료, 그 외의 보건진료에 관한 비용을 지
불해 줍니다. 대부분의 주(州)에서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만18세 이하의 건강
보험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료 혹은 저비용 진료를 
받는 것은 부모의 이민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州)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관한 그 밖의 정보

각 주(州)는 개별적인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州)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해당 주(州)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정보를 얻
으시려면 1-877-543-7669로 전화를 하시거나, http://www.insurekidsnow.gov를 방문하십
시오.

그 밖의 연방 혜택 프로그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민신분, 미국 내의 거주기간, 혹은 소득정도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공
하는 다른 혜택의 수혜가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식량 배급표[Food Stamp] 프로그램
일부 저소득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는 이민상태, 미국 내의 거주기간, 혹은 소득 정도에 따라 식량 배
급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량 배급표는 수퍼마켓에서 일부분의 음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몇몇 주(州)는 주(州) 자금으로 운영되는 식량 배급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민자
의 가입 자격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6개 국어로 제공되는 미국식품영양국의 연방 식량 배
급표 가입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fns.usda.gov/fsp/outreach/translations.htm을 
방문하십시오.

가정폭력 구제 서비스
가정 폭력을 당한 이민자나 그 자녀들은 폭력피해여성의 쉼터나 식량배급표 등의 연방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해 미국보건복지부의 정보를 구하시는 경우는 
http://www.hhs.gov/ocr/immigration/bifsltr.html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medicare.gov/publications/pubs/pdf/10050.pdf
http://www.insurekidsnow.gov
http://www.fns.usda.gov/fsp/outreach/translations.htm
http://www.hhs.gov/ocr/immigration/bifslt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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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가족에 대한 임시지원[TANF]
극빈가족에 대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 구호자금이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주(州)마다 다르며 어떤 주(州)에서는 주(州)의 자금으로 운용하
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극빈가족에 대한 임시지원에 대하여 그 밖의 정보를 구하
고자 하실 때는 http://www.acf.dhhs.gov/programs/ofa/를 방문하십시오.

신체장애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신체장애가 있는 이민자들은 이민상황, 미국 내의 거주기간, 혹은 소득정도에 따라 메디케이드, 
식량 배급표, 보족적소득보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식량 배급표에 대한 정보는 2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보족적소득보장에 관한 정보는 http://www.socialsecurity.gov/ssi/spotlights/
spot-non-citizens.htm을 참고로 하십시오. 

원스탑[One-stop] 직업센터
연방정부는 직업훈련추천, 직업상담, 취업소개 및 기타 고용관련 서비스를 위해 직업센터를 운영
합니다. 제2 언어로서의 영어[ESL]수업과 직업기술 훈련 역시 이민자들의 이민상황, 미국 내의 거
주기간, 그들의 소득정도에 따라 제공됩니다. 원스탑 직업센터에 관해 그 밖의 정보를 구하시는 
경우는 http://www.doleta.gov/usworkforce/onestop/onestopmap.cfm을 방문하십시오. 

주의: http://www.govbenefits.gov를 방문하셔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으실 수도 있습
니다.

http://www.acf.dhhs.gov/programs/ofa/
http://www.socialsecurity.gov/ssi/spotlights/spot-non-citizens.htm
http://www.socialsecurity.gov/ssi/spotlights/spot-non-citizens.htm
http://www.doleta.gov/usworkforce/onestop/onestopmap.cfm
http://www.govbenefits.gov


교육과 육아 
 
교육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章)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위한 미국학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
며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질 만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직장에 나가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보육시설들을 제안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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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든 아이들이 성공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무료 공공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장(章)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은 미국 학교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며, 또 
댁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를 알게될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대부분의 미국 공립학교들은 남녀공학입니
다. 남녀공학이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교
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은 
의무교육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
분의 주(州)에서 만5세에서 16세 사이의 아
이들은 학교에 다닐 것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지역 주(州) 교육부에 연락하여 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주(州)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요구
하는 연령대를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를 공립 혹은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모의 
재택교육을 허용합니다. 공립학교는 무료이
며 종교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주(州)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현지
교사나 부모가 어떻게 가르칠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는 연방과 주(州)소득세, 지방재산
세가 이 교육비를 충당합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학비”라고 칭함)를 내야합니다. 종교단체는 사립학교를 운
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립학교는 남녀공학이며, 어떤 학교는 남학생 혹은 여학생만을 위한 학
교입니다. 몇몇 학교들은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어린이들은 12년 동안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아이들은 나이와 그들이 습득한 사
전교육의 정도에 따라 반이 나뉘게 되며(이를 “학년”이라 칭함), 때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
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의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
은 부모들이 공립학교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문:  학기는 언제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답:   대개 8월이나 9월에 시작해서 5월이나 6월에 끝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한 해 내
내 학교에 다닙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며, 어떤 학교는 직장에 다
니는 부모들을 위해서 정규시간이외에 방과 전후의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문:  어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할까요?

답: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다녀야 할 지에 대해서 해당지역 학군의 본부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
하십시오. 교직원에게 자녀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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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   자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병원기록과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증명서
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가 있는 곳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
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재발급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업무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준비해두도록 하십시
오.

미국 학교의 조직과 편성 

초등학교:
유치원과 1학년에서 5학년

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중학교:
6학년에서 8학년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청소년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중등 이후 교육
(Postsecondary) 또는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 
공립 혹은 사립 커뮤니티 
대학, 이년제 또는 사년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실업학교
모든 성인에게 개방

문:  아이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자녀를 테스트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정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학교들은 연방정
부와 주(州)정부로부터 제2 언어로서의 영어수업[ESL]이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도록 지원금을 받습니다. 자녀의 테스트, 반 배정, 그리고 학교측에서 제공할 수 있
는 서비스에 관하여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의 학문적 필수 내용들은 습득해야 합니다. 이는 제2 언어로서의 
영어수업이나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  제 아이가 장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무료로 공립학교 교
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댁의 자녀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보통 반에 배정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반 수업과는 별도로 마련된 특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주의 국무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http://www.acf.hhs.gov/programs/add/states/ddcs.html을 방문하십시오. 

문:   제 아이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동안 무료로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답: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21세 까지 무료로 공립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약 그때까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면 고등학교 대신에 성인교육 반에 등록하여서 
고등학교 학위대신 일반교육인증[GED]을 받도록 하십시오. 일반교육인증 수업이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지역학교본부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acf.hhs.gov/programs/add/states/dd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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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통학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답: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서 올 수도 있지만 학교가 먼 경우에는 버스를 타야 할 것입니다. 공립
학교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가 있으며 학생들을 집에서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
줄 것입니다. 댁의 자녀가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거주지의 학교 시스템
에 문의하십시오.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다른 부모들과 함께 “카풀”을 조직하여 자
녀들을 통학 시키도록 하십시오.

문:  학교에서 끼니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   학생들은 집에서 점심을 준비해 오거나 교내매점에서 구입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는 식사 준비가 여의치 못한 학생들을 위해 무료 혹은 저가(低價)에 영양가 있는 아침과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연방정부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연방정부 학교급식프로그램

영양섭취가 잘 되어야 학습능력도 좋아집니다.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 연방정부는 무료 혹은 저가(低價)로 매일 26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과 국립학교 점심급식 프로그램
에 참가가능여부는 가정의 소득과 규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방정부의 다른 급
식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우유지급 프로그램에서 우유를 지
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밖의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미국농무부 
웹사이트 http://www.fns.usda.gov/cnd/를 방문하십시오.

문:  교과서비와 교내활동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   공립학교는 대개 무료로 교과서를 나누어줍니다. 펜이나 종이와 같은 용품들은 학생들이 스
스로 구입해야 하며, 이를 마련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어떤 학교에서
는 수학여행과 같은 특별이벤트나 학용품에 대해서 소정의 비용을 부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은 방과후에 운동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몇몇 프
로그램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문:  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나요?

답:   각 주(州)는 학교가 달성 해야 할 학업기준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학생들
이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떤 것을 할 줄 알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해당 지역 학군은 이러
한 정보들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영어, 수학, 사회, 과
학, 체육 과목을 가르치며, 미술, 음악, 외국어 등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문:  아이의 학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   선생님들은 댁의 자녀가 일년 동안 수행한 학습을 근거로 평가등급을 매깁니다. 평가 등급은 
대개 숙제, 시험성적, 출석, 학습태도에 기초하여 매겨집니다. 매년 몇 번의 성적표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성적표는 댁의 자녀가 각각의 과목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

http://www.fns.usda.gov/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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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데에 각각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뛰어난 수행결과를 보이는 과목에 대해서는 A+나 A를, 부진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D나 F를 줍니다. 어떤 학교들은 숫자로 된 점수를 매기며, 또 어떤 학교들
은 “뛰어남’’, “좋음’’, “향상을 요함’’ 등의 용어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교직원에게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에 대해 문의해보십시오.

문:  아이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대부분의 학교에는 자녀들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기 학부모회의가 있습니다. 또
한 학교에서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선생님이나 학교행정담당관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상담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신다면 교내에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또 통역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문:  제 아이가 학교 수업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   학교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혹
은 전화 상으로 선생님이나 학교에 통보하여야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
생할 것을 미리 아신다면 사전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은 빠진 수업에 대한 보충학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의 공립 혹은 사립 학교는 학부모-교사 협의회[PTA]혹은 학부모-교사 
단체[PTO]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학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가 학교
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며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모임에는 학생의 조부모까지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교사 협의회/학부모-교사 단체는 특별활동을 후원하고 수업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섭외 함으로써 학교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모임에
는 설령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
교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위한 학부모-교사 협의회/ 학부모-교사 
단체 모임이 언제 열리는지, 또 어떻게 참석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문: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많은 학교들에는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행동강령’’이라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 행동강령에 대해서 물
어보십시오.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굥에 남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
며, 운동 등의 학교활동에 참가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품행이 매우 나쁜 학생이나 교칙을 반복적으
로 어기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학 혹은 퇴학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학을 당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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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다시 학교에 보낼 방법을 찾으시려면 교직원을 
만나셔야 합니다.

문:  제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할까요?

답: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은 학습하기에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교 -대개의 경우 고
등학교 -의 경우는 폭력, 갱단, 마약이나 음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녀의 안
전이 걱정된다면 선생님이나 학교상담원, 또는 행정담당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고등 교육: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이들은 고교 졸업 후 이년제 커뮤니티 대학이나 기술대학 또는 사년제 단
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등 이후 교육기관’’ 혹은 “고등
교육기관’’이라 합니다. 고등교육기관에는 공립 혹은 사립 기관이 있습니다. 공립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은 사립대학보다 교육비가 저렴하며, 특히 해당 학교가 소재한 주(州)의 주민에게는 더
욱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또한 컴퓨터 수리나 건강관리보조원 같은 특정 직업 학교에 입학할 수
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깊이 있게 공부할 과목을 정합니다(이를 “전공”이라고 칭함). 전공선
정은 취업준비나 해당분야의 더 깊은 연구를 도와줍니다.

학위형태 학교의 종류 재학기간

수료증 커뮤니티 대학/실업학교 육개월에서 이년

준학사 커뮤니티대학 이년

학사 사년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사년

석사 종합대학 이년

박사 종합대학 이년에서 팔년

전문가 전문학교 이년에서 오년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의 교육은 비용이 많이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국정부 역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학
생들은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재정보조 또는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일부 장학금
과 보조금은 미국 시민에게만 제한됩니다.

대학생에 대한 연방재정지원
미국정부는 특정 고등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비, 기타 수수료, 교재비, 기숙사비, 문구류, 교통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들은 성적이 아닌 재정적 필요에 따라서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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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 근로장학 - 교내에서 일하여 받는 지원금
• 대출 - 돈을 빌려 쓰고, 후에 이자와 함께 환급해야 하는 것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해서 그 밖의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1-800-433-3243으
로 전화하시거나 미국교육부 웹사이트 http://studentaid.ed.gov/students/publications/
student_guide/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정보는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

재정지원을 사칭한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학생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볼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실로 보기에는 지나
치게 좋은 제안이나 약속을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하도록 하십시오. 매
년 많은 가정이 “장학금 사기’’에 걸려들어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봅니다. 사기 피해자가 된 
경우나 이에 대해 무료 정보를 원하는 경우, 1-877-382-4357 또는 1-866-653-4261(청각장애
인)로 전화를 걸거나 연방거래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ftc.gov/bcp/conline/edcams/
scholarship/index.shtml을 방문하십시오.

성인 교육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배우기를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평생교육’’을 장려합니
다. 16세, 혹은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 한 경우라면 성인중등 교육반[ASE]에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일반교육인증[GED]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일반교육인증[GED]은 고등학교 졸업장에 상응하는 증서입니다. 이는 인증서 소지자가 고교수준
의 학문적 소양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GED를 취득하려면 읽기, 쓰기, 사회, 과
학, 수학 등 다섯 영역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GED를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GED 준비과정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
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는 전화번호부의 “성인 교육’’ 부분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해당
학군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많은 성인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
업을 듣습니다. 많은 공립 학교들과 지역사회 대학들은 성인들을 위해 광범위한 영역의 주제를 수
업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참가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학교나 커뮤니티 대학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
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학습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많은 어린이와 성인들이 제2언어로
써의 영어[ESL] 수업에 등록합니다. 이런 수업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배우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수업은 타(他)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SOL]수업, 혹은 영어능력수업[English 
Literacy] 이라고도 합니다.

http://studentaid.ed.gov/students/publications/student_guide/index.html
http://studentaid.ed.gov/students/publications/student_guide/index.html
http://www.ftc.gov/bcp/conline/edcams/scholarship/index.shtml 
http://www.ftc.gov/bcp/conline/edcams/scholarship/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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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공립 학교
들은 영어학습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교육을 실시합니다. 별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영어 미숙련 학생이라 합니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은 정규 영어수업 
대신에 제2언어로써의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이 보다 나은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규영
어 수업을 듣되,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마련해 학
생들의 영어 학습을 돕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
교측에서 영어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 해줄 것입
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성인의 경우는 성인들
을 위한 공공수업이나,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사립 어학원에 등록하십시오.

종종 성인들을 위한 공공수업이나,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군이나 커뮤니티 대학에 의해 
각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가 강의하는 제2언어로써의 영어
수업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낮 혹은 저녁시간에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커뮤니티 대학이나 학군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제2언어로써의 영어 프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블
루페이지의 “학교 - 공립’’ 편을 참고로 하십시오.

대개의 큰 도시들에는 낮 혹은 저녁 시간에 제2언어로써의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어학원이 있습
니다. 강의료는 듣고자하는 강의 시간 수에 따라 책정되며 사립 어학원은 대개 공립보다 강의료가 
비쌉니다. 사립 어학원을 찾으시려면 옐로우 페이지의 “어학원’’ 편을 참고로 하십시오.

몇몇 지역사회 단체, 도서관, 종교 단체 역시 무료 혹은 저가(低價)의 제2언어로써의 영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공립도서관,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를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도
서관 참고인도 제2언어로써의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으며, 도서관 내에서 제
2언어로써의 영어 관련 책자와 테이프, CD,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가
르쳐 줄 것입니다.

사회봉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신다면 211로 전화하십시오

많은 주(州)에서 211로의 접속을 통해 원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
다. 211을 통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등록 가능한 제2언어로써의 영어 수업을 찾으십시
오. 또한 식료품, 거주지, 의약품관리 프로그램, 혹은 또 다른 사회복지에 관련된 의문 사항
이 있을 시에도 211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주(州)나 카운티에서는 아직 211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셔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211 서비스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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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자녀가 학교에 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일 때, 직장에서 근무를 하
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부모가 귀
가하지 못하여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이
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돌봐줄 누군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지는 마십시오.

보육시설 찾기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비용과 질
(質)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혹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보육시설을 찾으십시오.

좋은 보육시설을 찾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다른 부모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주(州)는 주
(州) 허가를 받은 보육프로그램의 목록을 제공
하는 보육 위탁청(廳)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보육 프로그램은 댁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주(州)에서 정한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 학군의 사무실로 전화
하여 이웃의 아이들은 어디서 돌보아지고 있는지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 거주 지역 내의 좋은 보육시설을 찾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국보건복지부나 
육아정보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1-800-616-2242를 통해 정보를 얻으십시오. 또한 
http://www.childcareaware.org에서 댁의 자녀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도 있
습니다. 

http://www.childcareaw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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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방법들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나 장소를 찾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 보육인이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아줍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
는 아이에게 훨씬더 많은 개인의 주의를 요하므로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보육
의 질은 고용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가정에서의 보육. 댁의 자녀는 다른 소그룹의 아이들과 함께 누군가의 집에
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는 다른 방법들보다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질은 
누가 아이를 돌보는가와 함께 돌보는 아이들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탁아소. 탁아소는 학교나 교회, 그 밖의 종교단체 등의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으
로 대개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몇 명의 보육인이 있습니다. 탁아소는 반드시 주
(州)에서 정한 기준에 미쳐야하며, 직원들은 특별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합니다.

조기교육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취학 전 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866-763-
6481로 미국보건복지부에 문의하거나 http://www.acf.hhs.gov/programs/hsb/를 
방문하십시오. 

어떤 보육시설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 혹은 반나절의 보육을 제공합니다. 소
요비용 역시 보육시설을 고르는 요인이 됩니다. 본인이 연방 혹은 주(州)정부의 
보육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많은 주(州)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들을 위해 재정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용 중인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허가 혹은 공인 받은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허
가’’ 받았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해당 주(州)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보육기
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공인’’ 받은 것은 허가 시(時)에 요구되는 기준보다 상위의 기준
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좋은지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육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떠올려보십시오.

•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가?
• 어린이의 나이에 적합한 장난감들이 있는가?
• 어린이들이 적절한 활동을 하고있는가?
• 여러분이 그 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보육사가 여러분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 장소는 정리 정돈 되어있고 깨끗한가?
•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과정이나 일과가 있는가? 

 반드시 추천인을 알려 달라고 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부모와 이야기 해 보도록 하십시오.

http://www.acf.hhs.gov/programs/hsb/


비상사태와 안전 
 
비상사태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여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십시오.  
이 장(章)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방법과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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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구조요청: 911 전화

미국 내의 모든 전화를 통해 911로 비상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911로 
전화하십시오:

• 화재신고
• 현행범죄의 신고
• 구급차 혹은 응급 의료구조
• 비명, 구조요청, 총소리 등의 수상한 행동의 신고

911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911전화는 대개 12초 내에 응답하며, 대기상태

로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지 마
십시오. 상담원이 전화에 응답할 때, 전화 상에 수 
초 간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
우에 끊지 마십시오. 상담원과 통화할 때까지 기
다리십시오.

•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시는 경우, 상담원에게 사
용 가능한 언어를 말씀하십시오. 전화 상으로 통
역이 나올 것입니다.

•  911 상담원은 어디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가
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침착하게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날 때까지 상담원과의 통화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십시오.

911에 전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911에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서만 전화하십시오. 911에 다른 이유로 전화를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911로 전화하셔서는 안됩니다:

• 길을 찾는 경우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
• 혹자가 형무소에 수감 중 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려는 경우
•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의 상황을 보고하려는 경우
• 동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
•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의 일로 경찰과 이야기하시려는 경우

경찰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비상연락 번호가 아닌 전화번보후 블루 페이지에 번호가 기재된 경
찰국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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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시행

미국에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주(州), 지방 법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사
회의 법집행관은 경찰이나 보안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경찰서 전화번호를 전화기 옆에 두
십시오. 경찰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범죄 신고
를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특히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범법자들은 
이민자들이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여 이민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행합니
다. 경찰이 여러분을 정지시키는 경우:

•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키며 협조하십시오.
•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 차량에 승차해 있는 상태라면 경찰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내리지 마십시오.
•  경찰이 볼 수 있는 곳에 손을 두십시오. 주머니나 차의 다른 곳에 손을 놓지 마십시오.

가정과 가족의 안전유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비해 두십시오. 다음은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입니
다:

•  문의 잠금장치 상태가 양호한지, 모두 잠겨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집 열쇠를 맡
기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때는 신중 하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누구인지,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에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 경보기가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것입니
다. 집의 각 층마다, 그리고 침실 근처의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년에 두 
번씩 화재경보기의 건전지를 교체하십시오. 매 달 경보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장 인접한 병원, 경찰, 소방서의 위치를 파악해두십시오. 이러한 경찰서, 소방서, 의사와 같은 
중요한 전화번호를 전화기와 가까운,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가정내의 가스, 전기, 수도의 중앙 밸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수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여분의 건전지, 담요, 구
급약, 삼일분의 캔 음식과 물 등을 갖춘 재난 대
비용 세트를 구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쓰레기 
봉투, 화장지, 애완동물 사료도 같이 준비하고, 
모든 용품을 찾기 쉬운 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가족들과 함께 화재 혹은 그 밖의 비상시에 빠져 
나오는 방법을 연습해 두십시오. 아이들에게 화
재경보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
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들과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집 바깥과 이웃에 각
각 한 군데씩을 정해두십시오. 비상사태로 인해 식구들이 흩어져야 하는 경우를 위해 친구 혹은 
따로 떨어져서 사는 다른 가족에게 흩어진 가족이 전화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되도록 부탁해 
두십시오. 모든 가족들이 이 사람의 전화번호와, 그 번호로 전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도록 해두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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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비상사태 대비책에 대해서 문의해보십시오. 댁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
는지를 반드시 알고있도록 하십시오. 비상시에 어디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두십시
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이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이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이 살
고 있는 곳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장애가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많은 지역에서는 마을 방범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번을 정해 저녁에 마을을 돌며 범죄 발
생을 막습니다. 거주지역에 마을 방범단이 있다면 자원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 방
범단을 발족시키고 싶으시면 해당지역 경찰청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http://www.usaonwatch.org를 방문하시면 그 밖의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돕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민간인협
회이사회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참가를 늘이십시오. 그 밖의 정보는 
http://www.citizencorps.gov를 통하여 구하십시오.

응급구조
출혈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특정 비상사태의 구조방법을 익혀두십시오. 이를 “응급구조’’라 합
니다. 거주지의 적십자사를 통해서 응급구조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당지역의 
적십자사 사무실이나 국가안전협의회로 연락하여 거주지에 있는 학습반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http://www.redcross.org혹은 http://www.nsc.org/train/ec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
습니다. 

집이나 직장, 차안에 구급약을 비치해두십시오. 구급약은 반창고, 소독약, 진통제, 즉석 얼음팩, 
장갑 등의 작은 상처나 통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집 근처의 약국에서 좋은 구급
약세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독극물 관리
가정내의 많은 물질들은 삼켰을 때 유독할 수 있습니다. 세척제, 약, 페인트, 알코올, 화장품 등이 
그러하며 심지어 특정 식물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에 보관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독성 물질을 삼켰다면 1-800-222-1222로 독극물 관리센터에 즉시 전화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독극물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에게 그 독극물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상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통역원이 도와줄 것입니다. 독극물 관리센터로 건 전화는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
입니다.

테러공격에 대비한 국토안보시스템

국토안보부[DHS]는 일어날 수 있는 테러공격을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의 수위에 따라서 다른 색깔 표기를 사용하여 이를 시각화 합니다:

http://www.usaonwatch.org
http://www.citizencorps.gov
http://www.redcross.org
http://www.nsc.org/trai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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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사태가 심각한 경우. 테러 공격의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 공격이 이미 자행되
었거나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경우.

■오렌지색. 테러의 수위 높음. 테러가 일어날 위험이 높은 경우. 테러의 특정 대상은 알 수 없음.

■황색. 테러 수위의 상승. 명백한 테러 공격의 위험이 있음. 테러의 특정 대상은 알 수 없음.

■청색. 보호 수위. 테러 공격의 일반적인 위험이 산재한 상태. 테러의 특정 대상은 알 수 없음.

■녹색. 테러 수위 낮음. 테러 공격의 위험이 적은 상태.

테러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는 비상시 나라 전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경보시스템[EA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비상시에 국민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州), 혹은 지방 정부도 비상시에 해당지
역 내의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여러분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 정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테러공격이 발생하면 지역당국의 지시를 잘 듣도록 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지시사항을 듣도록 하십시오. 거주지역의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건전지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구비해 두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비를 하십시오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이 가능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테러공격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범죄와 테러, 또는 모든 종류의 재난으로부터 여
러분이 가족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800-BE-READY로 전화를 걸어 관련 책자를 구하시거나, http://www.ready.gov를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집,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담긴 <준비되었습니까? 시민 준
비 안내서>(Are You Ready? An In-Depth Guide to Citizen Preparedness)를 구해 보실 수도 있
습니다. 이 안내서는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웹사이트 http://www.fema.gov/areyouready에서 또는 1-800-480-2520으로 전화를 걸어 취득
할 수 있으며, 시민봉사단 웹사이트 http://www.citizencorps.gov/ready/cc_pubs.shtm에서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연방, 주(州) 정부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테러주의와의 전쟁을 도울 것을 
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특히 버스나 기차, 비행기로 여행을 하실 때에 주의를 기울이
십시오. 만약 서류가방, 책가방, 종이봉투 등이나 다른 수상한 물건들이 남겨진 채로 있
는 것을 보시면 즉시 가까운 경찰이나 관리인에게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를 개
봉하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http://www.ready.gov
http://www.fema.gov/areyouready
http://www.citizencorps.gov/ready/cc_pubs.shtm




미국에 대해 배우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이 나라의 시민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章)에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미국 연방정부 형성에 이바지하며, 미국이 어떻게 
출범되어 발전해 왔는지, 또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48   |

우리 국민[We the People]: 미국 시민의 역할

미국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 받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은 그들의 정부와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공공 정책에 대
해서 알고 있어야하며, 그들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어야합니다. 국민들은 자유선거를 통해 대
통령, 부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의 중요한 정부인사들을 선출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들
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거나 정보를 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도움을 구하
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기회, 평등, 정의와 같은 중요한 가치에 바탕을 둡니다. 미국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며, 이러한 가치들은 공통시민정신을 만듭니다.

미국 정부는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미국은 여러 다른 문화, 배경,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와 법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동일
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성립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다수의 타인들과 다른 의견이나 신념을 가
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용어는 “국민에 의한 정부”란 뜻입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입니다. 이는 국민
들이 정부에서 그들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합중국의 출범

미국으로 온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과 정착민들은 모국에서의 차별대우, 특히 종교적 차별대우를 
피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으로 옵니다.

독립된 개별적인 국가가 되기 이전에 미국은 영국에 의해 통치 받는 13개의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
었습니다. 식민지 거주자들에게는 입법과 통치에 대한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대표없는 과세”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세금은 납부하되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발언할 권
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76년, 많은 사람들은 이 것이 불공정하며 그들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여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요한서류는 식민지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더 이상 영국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독립선언문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작
성되었습니다. 그는 후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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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대신에 져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한 미국의 생활방식, 역사, 그리고 정부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이는 성인 교육반 수
업에 참석하시거나 지역 신문을 읽음으로써 배우실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13개 주(州)

초기 13개의 주(州)는 다음과 같은 순
(順)으로 창건(創建)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코네
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뉴햄프
셔, 북캐롤라이나, 남캐롤라이나, 뉴저
지, 뉴욕, 펜실베니아, 조지아.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
로 경축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탄생일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위해 영국에 대항하여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에서 싸웠으며 조지 워싱턴 
장군이 미(美)혁명군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국부(國父)’’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그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식민지는 주(州)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주는 자체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州)들의 국민들은 이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시켜줄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원했습니다. 오늘
날 우리나라 정부인 이 중앙정부는 “연방정부’’라 명명됩니다. 오늘날 미국은 50개의 주(州)와 콜
롬비아 특별구(연방정부본부가 있는 와싱톤 특별구), 괌 준주, 아메리칸사모아, 미국령 버진 군도, 
북마리아나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연합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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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구절은 독립선언문에서 암기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
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몰수할 수 없습니다.

“더 완전한 연방”의 결성

혁명전쟁 이후 몇 년 동안 각 주(州)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방정부에 가입하려고 시도하
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연방정부의 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1787년 각 주(州)의 대표들
이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더 새롭고 강력한 중앙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것이 
바로 헌법제정회의 였습니다. 열띤 논쟁 끝에 각 주의 대표들은 새 정부를 기술하는 문서를 만들
었습니다. 이 문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미국 헌법입니다. 헌법은 정부의 조
직방법, 정부 관리들의 선출방법, 새 정부가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OLD GLORY (올드 글로리)”-미국 국기

미국 국기는 역사에 따라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13개의 줄무늬가 초기의 
13개주를 상징하고, 50개의 별로 현재의 50개주를 상징합니다. 미국의 국가(國
歌)는 미국 국기에 관한것으로 “The Star Spangled Banner” (스타 스팽글드 베
너)라고 하며,국기는 “Stars and Stripes” (성조기:星條旗)이며, 미국에서 즐겨 불
려지는 노래는 “Stars and Stripes Forever” (성조기여 영원하라) 입니다.

헌법제정의회의원들은 1787년 9월 17일에 헌법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13개 주(州)에
서 승인을 해야 했는데, 어떤 이들은 헌법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주(州)들은 헌법에 개인권리 보호 조항을 덧붙인 경우에 이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1789년에 헌
법은 주(州)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개인 권리조항은 1791년에 헌법에 추
가되었습니다. 헌법에 대한 개정을 “수정안’’이라고 하며, 최초 10개의 수정안을 권리장전이라 합
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정부관리는 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은 정부관리를 포함한 
모든 국민, 모든 법 조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 최고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
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연방정부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헌법에서 연
방정부에 직접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각주의 권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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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미국 헌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헌법은 그 것이 왜 쓰여졌으며, 
무엇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를 전문(前文)이라 합니다. 다
음은 헌법전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민으로서 더욱 완전한 연방, 정의의 실현, 국가의 평안 보장, 공공의 방
어, 일반 복지의 조장, 우리에게 내려진 자유의 은총, 우리의 영화(榮華)를 지키기 위해 미
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하는 바이다.’’

권리장전: 최초 10개의 수정안
헌법의 일차 개정은 각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권리
장전은 미국인들에게 약속된 중요한 자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권리들은 정부
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합니다:

•  발언의 자유.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공공의 주제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
야 합니다.

•  종교의 자유.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보아야 하는지를 말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은 스스로 종교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 또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볼 지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
정할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 정부는 신문지면 상에 기재될, 혹은 라디오, 텔레비전에 방송될 내용에 대한 결정
을 내릴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모이거나 “집합”할 수 있는 자유.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모임을 갖는 것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국민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
습니다.

•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 정부는 동의할 수 없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 
대항하는 국민을 강제로 침묵시키거나 벌할 수 없습니다.

권리장전은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합니다. 정당한 법 절차란 누군가가 범법행위로 고소를 당하
였을 경우, 특정 법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과정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정당
한 이유 없이 개인을 멈춰 세우고 수색할 수 없으며, 법정의 허가 없이는 개인의 집을 수색할 수도 
없습니다. 범법행위로 고소된 사람은 본인과 같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으로부터 신속한 재
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정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증언할 증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기괴한 처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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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하기

미국 헌법은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의 국가와 주(州)를 통한 활동으로 수정이 가능하
므로 “살아있는 문서”라 일컬어집니다. 개정된 것을 “수정안”이라 합니다.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미국 역사에 걸쳐 27회의 수정만
이 있었습니다. 권리장전 이외에 중요한 수정안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13번 수정안, 
모든 국민이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것을 규정하는 14번 수정안, 여성의 투표권
을 인정하는 19번 수정안 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처리절차
 
원래 13개의 식민지는 영국국왕의 절대권력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중앙정부에 대해서 미
국인들은 한 부서나 정부관리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습니다. 헌법은 권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방정부에 세 개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부서는 각각 분리된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를 “견제와 균형’’의 체계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어떤 일 개 부서라도 다른 부
서들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력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세 부서:

입법부:  
국회 및 관련 부처.

행정부:  
대통령, 부대통령, 그리고 연방정부 

부서.

사법부:  
미국 대법원 및 전국의 연방법원.

입법부: 국회
 
미국시민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미국 국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국회는 국
가를 위해 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 하원
각 주(州)의 주민들은 하원의원을 투표로 선발합니다. 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이며 하원은 종종 
“하원의회’’라 불립니다. 각주의 대표 수는 그 주의 주민 수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각 주(州)는 
지역구로 나뉘며 각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이 하원의회에서 자신들의 지역구를 대표할 사람을 선
출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 후에 주민들은 현역의원을 재선하거나 자신들을 대표
할 다른 누군가를 선출할 기회를 다시 가집니다. 하원의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역임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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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는 다섯 명의 추가 멤버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미국 자치령 푸에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 군도의 대표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토론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전체 하원의 공
식 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정부 관리는 국민에게 봉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그들이 선출한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
니다. 202-224-3121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사무실의 전화번
호를 문의하십시오. 입법이나 연방정부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연방혜택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에 여러분의 상원의원 혹은 하
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The Honorable [존경하는] (하원의원의 이름)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The Honorable [존경하는] (상원의원이 이름)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

상원 및 하원의 최근 동향과 여러분의 상원, 하원 의원은 누구 인지와 그들의 웹사이트 
주소 등을 국회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원의원: http://www.house.gov/ 
• 상원의원: http://www.senate.gov/ 

하원의회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특별 책임이 따릅니다. 하원의회만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세금관련 법안 상정.
•  국가에 반(反)하는 범법행위로 고소당한 정부관리가 상원에서 재판을 받을지의 여부결정. 이를 

“탄핵”이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상, 하원 의원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들이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해 국회
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두십시오. 이러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문이나 국회 웹사이트에
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 하원의원들은 그들의 출신지역에 지방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의 블루 페이지에서 이 목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콜롬비
아 특별구를 방문하신다면, 국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
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웹사이트 http://www.whitehouse.gov/를 통하여 대
통령에 대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house.gov/
http://www.senate.gov/
http://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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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원
미국 상원에는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각 주(州)의 주민들은 국회에서 그들을 대표할 두 
명의 상원의원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그 이후에 주민들은 또다시 그
를 선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역임할 수 있습니
다. 상원의회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책임도 있습니다.

상원에서만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기관과 맺는 모
든 협정에 “찬성’’ 혹은 “반대’’로 대답해야합니다. 
이를 “조약’’라 합니다.

•  대법원장이나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등 대
통령이 지명하는 고위직 관리의 임명에 대해 “찬
성’’ 혹은 “반대’’를 밝혀야 합니다.

•  미국 하원에 의해 “탄핵”을 받은 정부관리에 대한 
재판을 거행해야 합니다.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지도자로 국가의 법을 유지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정책 
수립, 국회에 법안상정, 고위관리 및 대법원의 법관 임명 등의 다른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대
통령은 미군 최고 지휘자로서 총사령관이라 불립니다. 

국민들은 사년마다 대통령과 부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은 두 번의 사년 임기만 역임
할 수 있습니다. 부대통령은 대통령이 무능령해지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이 됩니다.

사법부: 대법원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대법원에는 아홉 명의 판사가 있습니
다. 그들을 “대법원 판사’’라 부릅니다.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이들은 업무수행의 능
력이 있는 한 계속 업무를 집행합니다. 대법원은 연방법이나 주(州)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때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제1심 법원이나 순회 항소원과 같은 연방법원도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http://www.supremecourtus.gov를 방문하십시오.

주(州)정부와 지방정부

연방정부 외에도, 각각의 주(州)는 독자적인 헌법과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州)정부 
또한 세 개의 부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주(州) 행정부의 수장(首長)을 “주지사’’라고 합니다. 각 주(州)의 주민들은 주(州)입법회를 위
한 대표자와 주지사를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주 입법회는 각 주에서 적용할 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들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각 주(州)의 사법부는 이 법들을 확인합니다. 

http://www.supremecourtu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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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州)에는 역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 것은 시(市)혹은 카운티 정부이거나 때로는 두 가지 
다입니다. 이는 공립학교, 도서관, 경찰서와 소방서, 수도, 가스, 전기 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개 지방정부관리들을 선출하나, 일부 지
방공무원은 임명제입니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장
(市長)을 지도자로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시의회나 카운티 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선거 혹은 임명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 공립학교를 감독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많은 지방정부의 회의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의들이 저녁에 열리므
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많
이 알기 위해 시의회 회의나 교육위원회 회의에 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과 
시간 그리고 장소는 대개 해당지역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지방정부 웹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부 회의는 텔레비전이나 지역 케이블 방송
국에서 방영기도되 합니다.





미국 시민 되기 
 
미국시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와 특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새로운 책임 
또한 가져다 줍니다. 이 장(章)에서는 미국시민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한 이유와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   58   |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
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에 동의해야합니다. 미국시민이 되는 것
은 미국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시민권의 특정한 권리와 특전
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미국 시민이 되는가?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의 권리 중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고려
해 볼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음이 그 예입니다:

•  애국심의 표현.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투표. 시민권자만이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주(州)에서도 미국 시민권자
만 대부분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받습니다.

•  배심원 되기. 미국 시민권자만이 연방배심원
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州)도 시민권
자만 배심원이 되도록 제한합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미국 시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  미국 여권으로 여행하기. 미국 여권은 여러분
이 국외에 체류 중일 때, 필요한 경우 미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가족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 미국 시민은 그
들의 가족을 미국의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우선권을 갖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대개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연적
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 연방정부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특정 직업은 시민권을 필요로 합니다.
•  선거를 통한 관료 되기. 시민권자만 연방 관료직(미국 상원 또는 하원), 대부분의 주(州) 및 지역 

관료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재(駐在)권 지키기. 미국 시민이 미국에 머무를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연방 기부금과 장학금 수혜 대상자 자격 갖기. 대학 장학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주어지

는 많은 재정구호 기부금이 미국 시민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 혜택 수혜자 되기. 일부 정부 혜택은 미국 시민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귀화(歸化): 시민권자 되기

미국 시민이 되는 과정을 귀화(歸化)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오년 이상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삼년 이상 함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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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오년 동안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주재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지난 삼년 동안 
18개월 이상 주재).

시민권 신청 이전 삼개월 이상 한 주(州)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인, 혹은 작고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미국 국군에 복무한 경우
• 본인이 미국 국적인 경우
• 영주권을 1986년의 사면법에 의해 취득한 경우
• 난민이거나 망명자인 경우
• 국외에 정기적으로 주재(駐在)하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인 경우
• 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기존 시민권자격을 잃은 경우
• 특정 형태의 회사 혹은 비영리단체의 고용자인 경우

그 밖의 정보를 위해서는 귀화안내서(A Guide to Naturalization)를참고로 하십시오. 이민변호사
나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귀화(歸化)관련 정보 구하기

18세 혹은 그 이상의 시민권자가 되고싶은 사람은 귀화안내서인 M-476 양식(A 
Guide to Naturalization)을보셔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귀화를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귀화절차를 시작할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
해 줍니다.

본인이 귀화(歸化)신청 자격이 되는지 귀화안내서(A Guide to Naturalization)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귀화 가능 여부 문제지(Naturalization Eligibility 
Worksheet) M-480을 보십시오. 귀화 신청은 N-400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N-
400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귀화 안내서 M-476, M-480, N-400 양식을 USCIS 양식 전담부서의 전화 1-800-
870-3676이나 웹사이트 http://www.uscis.gov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歸化)를 위한 요구사항
귀화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것(지속적 거주를 말함)
2. 미국 내에 일정기간 동안 머무를 것(실질적 주재를 말함)
3.  본인이 거주하는 주(州)나 USCIS 행정구에서 일정 기간을 보낼 것 (미국 USCIS 행정구나 주에 

서의 기간)
4. 합법적이고 수용 가능한 태도로 행동할 것(좋은 도덕적 자질)
5. 영어와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갖출것(영어와 국민윤리[civics])
6. 미국 헌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헌법에의 귀속)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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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CR] 신분유지

미국을 떠나있는 기간: 거주 신분: 현재신분을 유지하려면:

육개월 이상 파기 가능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일하였
거나, 미국을 떠나있는 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세금 납부) 유지하였다고 증
명하십시오.

일년 이상 파기 됨 대개의 경우 지속적 거주 절
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미
국에 영주권자로서 다시 돌
아오실 계획 이라면 출국하
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1. 지속적인 거주[CR]
“지속적인 거주’’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일정기간 머물러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귀화(歸化) 절차를 밟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오년 동안 지속적인 거주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삼년). 난민인 경우는 대개 영주권 획득일과 같은, 즉 미국에 도착한 날
로부터 오년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망명자 신분을 부여 받은 사람인 경우, 이 기간은 영주권자 신분
이 되기 전 일년부터 시작됩니다. 영주권 카드에 적힌 날짜가 오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장기간 동
안(일반적으로 육개월 또는 그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가 “파기”될 수 있습
니다.

귀화 목적용 거주상태 유지하기: 일년 부재(不在)의 경우 

미국 정부나 승인된 미국 연구기관, 특정 미국회사, 혹은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근무할 때 다음 
사항을 충족시킨다면 지속적인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미국 내에서 떠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

2.  일년 간 미국을 떠나기 전에 귀화 목적의 거주상태유지 신청서(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인 N-470 양식 제출. N-470 양식 제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양식 전담부서의 전화 1-800-870-3676으로 전화를 걸어 귀화 목적의  
거주상태유지 신청서(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인  
N-470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USCIS의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일년 이상 떠나 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서는 미국 출국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은 7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대
부분의 경우, 미국 출국 이전의 거주 기록은 지속적인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에 재입국 한 후 다시 지속적인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입국한 날로부터 사년 일
일 이상이 경과해야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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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재입국 허가서(I-131 양식) 와 귀화 목적용 거주상태유지 신청서(N-470 양식,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는서로 다릅니다. 일시
적인 출국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재입국 허가서를 영주권 카드(출국기간이 12개월 미만
일 경우)나 비자(출국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대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자 면제

미군에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최근에 이로부터 전역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와 실질적인 주
재(駐在)에 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의 귀하정보 책자인 M-599 
(Naturalization Information for Military Personnel)에서 자세한 사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모
든 군 기지에는 귀화 신청과 육군 혹은 해군 복무증명서인 N-426 양식을 인증할 수 있는 담당자
가 있습니다. 신청 양식과 N-426 양식(Request for Certification of Military of Naval Service)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의 군인 협력 
라인 (Military Help Line) 무료 전화 1-877-CIS-4MIL(1-877-247-4645)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
보는 http://www.uscis.gov/military를 방문하거나 고객서비스 전화번호1-800-375-5283 
으로 문의하여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이 진행중인 동안 미국 내에 계시지 않은 경우, 특히 해외에서 취업이 된 경우는 시민권 
자격 부적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2. 미국 내에서의 실질적인 주재(駐在)
“실질적인 주재’’란 미국 내에 실제로 거주해 온 것을 뜻합니다.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일 경우, 귀
화 신청 전의 마지막 오년 동안 최소한 30 개월을 미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미국 시
민과 결혼한 경우는 마지막 삼년 동안 18개월)

“실질적인 주재(駐在)”

문: “실질적인 주재’’와 “지속적인 거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실질적인 주재(駐在)’’란 미국 내에서 거주한 시간의 총 합으로, 미국 외에서 보낸 날들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에서 보낸 하루 하루가 실질적인 주재의 총 합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미국 외에 장기간 나가 있거나 미국 외로 단기간의 여행을 자주 가시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재’’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재의 기간
을 계산 하시려면 미국에 거주하였던 날에서 미국 밖으로 여행 가셨던 모든 날 들을 빼
시면 됩니다. 이에는 멕시코나 캐나다로 여행 가셨던 것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동안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미국 외에서 보낸 시간에 그 여행도 포함 시키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거주’’란 귀화 신청을 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만
약 한 회의 여행에 미국 외에서 너무 많은 기간을 보낸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를 파
기 당하실 수 있습니다.

3. USCIS 행정구나 주에서 주민으로 지낸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화 신청을 하는 주(州)나 USCIS 행정구에서 최소한 삼개월 거주해야 합니
다. 학생들은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부모가 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 중 어느 한 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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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은 도덕적 자질
귀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화 신청 이전 오년 이
내에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귀화 인터뷰 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
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좋은 도덕적 자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 음주운전 혹은 일상 생활에서 대개 만취상태에 있는 경우
• 불법도박
• 매춘
• 이민 혜택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는 경우
• 법정에서 명령한 자녀부양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테러행동을 저지른 경우
•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사회단체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절대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아마 국외로 추방될 것입니다. 이
러한 범죄는 귀화의 “금지사항’’이라고 칭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자행된) 살인, 강간, 아
동 성추행, 폭행, 반역, 마약이나 총기 또는 인신 불법 운반 및 거래 등을 포함한 “가중 중범죄”는 영
구적인 귀화 자격이 박탈되는 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군에서 탈영한 기록으로 인하여 미군 복
무의 예외자가 되거나, 이로 인해 전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합니다.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도덕적 자질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귀화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최장 오년까지 정지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정부와 관련된 사기 행위
• 이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도합 오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규제품 관련 법안을 어기는 행위(예를 들면, 불법 의약품의 거래 및 사용)
• 지난 오년 동안 180일 이상을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보낸 경우

귀화신청을 하실 때에는 기존에 행한 모든 범죄행위를 보고하십시오. 이는 기록에서 지워진 것이
나 만18세 이전의 범죄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시에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으며, 기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5. 영어와 국민윤리
대개,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윤리라고 하
는)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고 계신 지식을 증명하기 위
하여 영어시험과 국민윤리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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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시민권 시험 준비를 도와줄 것입니다. 귀화 안내서(A Guide to 
Naturalization)에서 시험문제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USCIS 시민귀화국은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국민윤리 연습 플래시 카드(Civics Flash Cards)및 미국에 관해 배우기: 국민윤리 연
습(Learn About the United States: Quick Civics Lessons)과 같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는 
http://www.uscis.gov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6. 헌법에의 귀속
여러분은 미국과 그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충성서약을 하실 때에 여러분
의 미국과 그 헌법에 대한 귀속 혹은 충성을 선언 하셔야 합니다. 충성 서약을 하셔야만 미국시민
이 됩니다.

영어와 국민윤리 시험의 면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령 및 미국내의 거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
가 다릅니다.

해당 연령 미국내 거주기간 면제시험 필수시험

50세 이상 20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국민윤리 
시험

55세 이상 15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국민윤리 
시험

65세 이상 20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간단한 국민
윤리 시험

영어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반드시 국민윤리 시험을 위한 번역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만약 장애로 인해 인터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양식 전담부서 전화번호 1-800-870-3676으로 전화를 걸어 N-648 양식을 
요청하거나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에서 양식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혹은 발달 장애로 인하여 선서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충성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화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에 이사를 하신다면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800-375-5283으로 전화하셔서 새 주소를 통보하시고, 국토안보부로 AR-11 양식도 반
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http://www.uscis.gov에서 AR-11 전자약식을 작성하여 주
소 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의 지시사항을 참고로 하십시오.

귀화식(歸化式)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서 귀화를 승낙한 경우에는 귀화 선서식에 참석하셔서 충성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귀화 선서식의 시간과 날짜가 적힌 귀화 선서식 통
보(Notice of Naturalization Oath Ceremony) N-445 양식을 보낼 것입니다. 이 양식을 완성하셔
서 선서식에 가지고 가십시오.

http://www.uscis.gov
http://www.uscis.gov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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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식에 참가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 예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예약을 다시 하려면 
해당지역의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사무실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서한과 함께  
N-445 양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서식에 참석하실 때에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영주권카드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선서식
에서 귀화증서를 받을 것이므로 더 이상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충성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관계자 한 명이 선서하는 사람들에게 따라 읽을 
것을 요구하면서 선서의 각 부분을 천천히 낭독 할 것입니다. 선서가 끝나면 귀화 증서를 받게 됩
니다. 이 증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식 귀화 의식에서 충성 선서를 하기 전
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충성서약 선서식은 국가행사입니다. 많은 지역사회들이 매 년 7월4일, 독립기념일에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7월 4일에 시민권 선서식 행사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참가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을 데려가서 식후(式後)에 축하 행사를 합
니다.

오늘날의 미국*

Maryland

Oregon

Washington

Massachusetts

Rhode Island
Connecticut

New Jersey
Delaware

Maine

New HampshireNew
York

Vermont

Pennsylvania

Ohio

Alaska

Hawaii

Texas

New
Mexico

Arizona

Utah
Nevada

California

Idaho

Montana

Wyoming

Colorado

Oklahoma

Kansas

Nebraska

South
Dakota

North
Dakota

Minnesota

Iowa

Wisconsin

Missouri

Arkansas

Louisiana Mississippi

Alabam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Florida

Virginia

Tennessee

Kentucky

Illinois

Michigan

Indiana

West Virginia
Washington, DC

*미합중국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괌 준주,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 군도,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군도와 푸에
르토리코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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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휴일

연방정부가 지내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연방사무실은 이 날 문을 닫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친다면 그 전(前) 금요일을 공휴일로 쉽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
치는 경우엔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쉽니다. 많은 고용주들 역시 다음과 같은 날들에는 근로자에
게 휴일을 줍니다.

새해 1월1일

마틴 루터 킹 탄생일 1월 셋째 월요일

대통령의 날 2월 셋째 월요일

현충일 5월 마지막 월요일

독립기념일 7월4일

노동절 9월 첫째 월요일

콜롬버스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재향 군인의 날 11월11일

추수 감사절 11월 넷째 목요일

성탄절 12월 25일

사진 제공

8 페이지, 오른쪽사진 제공 http://www.goarmy.com. 

26 페이지, 본문 테두리, 상단사진, 제럴드 니노[Gerald L. Nino]작(作).

1, 19, 42, 43 페이지, 존 바브리카[John Vavricka]작(作).

http://www.goar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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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이 안내문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문은 귀하가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돕고 귀하의 영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
입니다. 이 안내문은 귀하가 지역사회에 참여
하는 방법과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고자 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
드립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다
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
uscis.gov).

이제 여기에 도착하였으니, 미국에서의 생활
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자인 귀하를 환영하며, 이 나라에서 성
공적인 삶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http://www.uscis.gov
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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