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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증빙서류  

및 신분 진술 

CITIZENSHIP DOCUMENTATION  
AND IDENTITY DECLARATION 

CLID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받는 미국 시민은 반드시 시민권과 신분 증빙서류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의료혜택을 신청하는 또는 받는 가족 중 시민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각 구성원은 아래 정보를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시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본 당국 또는 본 당국의 피지명자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입양된 가족일 경우에는 입양한 부모의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아래 진술문에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본인은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의료혜택을 신청하는 또는 받는 각 가족구성원에 관한 아래 정보는 진실하며 

정확하고 본인이 아는 바를 기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워싱턴주 보건국(Health Care Authority)에게 본인과 본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출생증명서 또는 필요 증빙서류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서명(부모, 보호자 또는 본인) 
      

날짜 
      

미 시민권자 가족 중 의료혜택을 신청한 또는 받는 구성원만을 기재하십시오.  

해당 정보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기입하십시오. 

1.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출생지(주, 카운티 및 시)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2.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출생지(주, 카운티 및 시)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3.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출생지(주, 카운티 및 시)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가족이 3 명 이상이면 뒷면의 추가 페이지에 기입하십시오. 

 



HCA 13-789 KO (9/2011) 

 

4.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출생지(주, 카운티 및 시)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5.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생년월일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6.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출생지(주, 카운티 및 시)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7.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출생지(주, 카운티 및 시)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8. 출생 당시의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생년월일 
      

출생지(주, 카운티 및 시) 
      

아버지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어머니 이름(이름, 중간이름 및 성):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신분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