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fidavit of Support 재정 증명서 

This document should be filled out by the sponsor. 이 서류는 재정 보증인이 작성해야합니다. 

I, ___________________, residing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보증인의 이름                                        Address  주소                                          City  도시                           State 주/도           Zip Code우편번호      Country 국가 

Being duly sworn depose and say the following is true: 
 본인은 아래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선서합니다:  

1. I was born on ______/_____/_______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Are you a United States citizen? (Please circle one)     YES      No 

B. If you’re not a United States citizen, in which country do you hold your citize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Month월    Day일     Year년                                Birthplace 출생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국적이 어디입니까?                                                                                                                                                                 Country 국가 

    미국 시민권자 입니까?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2.   That I am ________ years of age and have resided 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nce __________________.  
                        나이                                                                                     Country 국가                                                        Date 날짜 

 이 재정 보증서는 아래 명시된 학생을 위하여 작성합니다: 
3.   That this affidavit is executed on behalf of the following person: 

Name 학생이름 Gender 성별 (Circle one) 

              Male 남         Female 여 

Age 나이 

Country of Citizenship (국적) Marital Status 결혼여부 Relationship to Sponsor 보증인과의 관계 

Current Address 현주소                                                        City 시                               State 주/도       Zip 우편번호                      Country 국가 

Name of spouse and childr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person: 

Spouse 배우자 Gender 성별        

M              F 

Age 나의 Child 자녀 Gender 성별        

M              F 

Age 나의 

Child 자녀 Gender 성별        

M              F 

Age 나의 Child 자녀 Gender 성별        

M              F 

Age 나의 

Child 자녀 Gender 성별        

M              F 

Age 나의 Child 자녀 Gender 성별        

M              F 

Age 나의 

 이 재정 보증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위에 명시된 학생이 본인으로부터 매년 다음과 같이 명시된 금액으로 재정적 후원을 받을것을 메릴랜드 신학대학/ 

4.    That this affidavit is made by me for the purpose of assuring (Maryland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and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hat the person named in item 3 will be sponsored for the following amount per year: 
       $ ___________________ (U.S). 

 위 학생의 동반 가족 (배우자 또는 자녀) 인적 상황: 

 대학원과 미이민국앞에 보증합니다. 

5.    That I am willing and able to receive, maintain, and support the person named in item 3. That I am ready and willing to deposit 
        a bond, if necessary, to guarantee that such person will not become a public charge during his/her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to guarantee that the above named person will maintain his/her student status if admitted and will depart prior to the expiration 
          본인은 위에 명시된 학생을 수용하고 부양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이 학생이 미국내 체류시 국가나 학교에 부담이 되지않을것을 보증하며 이 학생이 미국 입국시 

 유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내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출국할것에 대한 보장으로 필요할 경우 보증금을 입금할것을 약속합니다. 

6.    That I understand that his affidavit will be binding upon me for a period of 4 years after the entry of the person named in item 3 
        and that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rovided by me may be made available to the American Embassy and/or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이 보증서는 위에 명시된 학생의 미국 입국일로부터 4년간 계약되어 시행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와 제출한 서류들을 미대사관이나 미이민국에 제공될수있음에 
 동의합니다. 

7.    That I am employed as, or engaged in the business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다음과같은 직장에서 근부하거나/사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Occupation 직종                          Name of company or employer 직장 또는 사업체 이름 

        located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