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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면제에 해당되는 공민/역사 시험 문제
미국 이민법및 미국 국적법은 신청인이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을 제출할 당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 취득
한지 초소 20년이 된 경우 공민/역사 시험에 특별한 고려를 해 드립니다. 해당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공민/역사 시험을 볼 자격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시민권 시험중 공민/역사 시험에서 100 문제중 20 문제만
공부 해도 되도록 특별히 고려 해 드립니다.
1.		1차 헌법 수정안에 있는 권리나 자유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  언론
▪  종교
▪  집회
▪  출판
▪  정부에 청원
2.		미국의 경제 체제는 무엇인가?*
▪  자본주의 경제 체제
▪  시장 경제 체제
3.		정부의 분야나 부문 중 하나의 이름을 말하라.*
▪  의회
▪  입법부
▪  대통령
▪  행정부
▪  법원
▪  사법부
4.		미국 의회의 두 부문은 무엇인가?*
▪  상원과 하원
5.		당신이 사는 주의 미국 상원의원 중 한 사람은 누구인가?*
▪  답은 해당 주에 따라 다름 [컬럼비아 특별구 주민들과 미국령 주민들은 D.C. (또는 신청인기
거주하는 미국령에는) 상원의원이 없다고 대답해야 함.]
6.		어느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가?*
▪  11월
7.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  uscis.gov/citizenship/testupdates를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알아보십시오.
8.		당신이 사는 주의 수도는 어디인가?*
▪  답은 해당 주에 따라 다름 [컬럼비아 특구 주민들은 D.C.는 주의 수도가 없다고 답해야 함. 미국령에
사는 주민들은 그 영토의 수도를 말해야 함.]
9.		미국의 주요 정당 두 개는 무엇인가?*
▪  민주당과 공화당
*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별표가 붙은 질문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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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의무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  배심원으로 봉사
▪  연방 선거에서 투표
11.		 시민들은 몇 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  18세 이상
12.		 연방 소득세 신고 제출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  4월 15일
13.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  조지 워싱턴
14.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일 중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  노예 해방 (노예 해방 선언)
▪  미국을 구함
▪  남북전쟁 때 미연방을 이끌었다
15.		 1900년대에 미국이 치룬 전쟁 중 한 가지를 말하라.*
▪  세계 1차 대전
▪  세계 2차 대전
▪  한국 전쟁
▪  베트남 전쟁
▪  (페르시아) 걸프 전쟁
16.		 마틴 루터 킹 2세는 무슨 일을 했는가?*
▪  시민 평등권을 위해 싸움
▪  모든 미국인들의 평등을 위해 노력함
17.		 미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  워싱턴 디씨
18.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는가?*
▪  뉴욕항
▪  리버티 섬
		
[뉴저지, 뉴욕시 근처, 허드슨 강이라는 답도 가능하다]
19.		 미국 성조기에는 왜 50개의 별이 있는가?*
▪  각 주마다 하나의 별이 있기 때문에
▪  각 별이 한 주를 나타내기 때문에
▪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20.		 독립 기념일은 언제인가?*
▪  7월 4일

*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별표가 붙은 질문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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