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ify에서의 잠정 비확인 해결 후
USCIS 기록을 수정하는 방법
E-Verify는 고용인이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입니다. E-Verify는 직원의 I-9 양식, 고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의 정보를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및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이들 정보가 일치하면 해당 직원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E-Verify는 이를 해당 고용인에게 알리고, 해당 직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E-Verify로부터 DHS 잠정 비확인(Tentative Nonconfirmation, TNC)을 받았다면, DHS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귀하의 이민 기록이 부정확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이민 기록을 수정하면 DHS TNC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DHS TNC 문제가 해결되면, 귀하의 이민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향후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민 기록을 수정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주십시오.
1.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I-551

양식, 합법적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Card) 또는 I-766 양식, 고용
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InfoPass 웹사이트, http://infopass.uscis.gov를 통해 지역 USCIS 사무소를 직접 내방하는 약속을
잡거나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에 1-800-375-5283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USCIS 기록을 수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방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이민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2. 서면으로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요청을 제출합니다. 기록 중
수정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USCIS 기록 수정 요청을 다음 주소의
Freedom of Information Act/Privacy Act(FOIA/PA) 사무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Privacy Act Amendmen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ational Records Center
FOIA/PA Office
P.O. Box 648010
Lee’s Summit, MO 64064-8010
제출 시 가능한 경우 다음 정보를 함께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제출의 사유. 예: “본인은 E-Verify
TNC를 받았기에 본인의 기록을

이민 또는 시민권 서류 사본

수정하기 위해 Privacy Act 요청을
제출합니다." (영문: "I am submitting this
Privacy Act request to correct my records
because I received an E-Verify TNC.”)
부정확한 정보

부정확한 이유

기록에 대해 제안하는 변경 내용

파일 번호 및/또는 전체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장소

신청자의 공증 서명

회신 주소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G-639 양식, FOIA/PA 요청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기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가까운 USCIS 사무소
또는 온라인 http://www.uscis.gov/files/form/g-639.pdf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에 지정된 주소를
이용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Privacy Act Amendment”보다는 “Privacy Act Request”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3. USCIS 또는 관세 및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연락하여 귀하의
I-94 양식, 입출국 서류(Arrival-Departure Record)를 수정합니다.
USCIS에서 발행한 I-94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기 전화번호로 USCIS로 연락하여 기록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 시 I-94 양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CBP 재심사 사무소(Deferred Inspection),
입국심사대(Port of Entry) 또는 입국 허가(Port of Admission)를 방문하여 문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재심사
사무소(Deferred Inspection) 또는 심사대(Port) 목록은 CBP 웹사이트(www.cbp.gov)를 방문하시거나 페이지
하단에서 “Ports”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민 서류 갱신 또는 교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확인하십시오.
5.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에 문의합니다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인 경우,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웹사이트, www.ice.gov/SEVIS를 방문하시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기록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