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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
신청인을 위한 정보: 이민 지위 확인 및
USCIS 의 기록을 수정하는 방법
많은 연방, 주, 및 지역 기관은 자격이 있는 외국인, 혹은 귀화하고 유래된 시민들만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혜택 신청자의 이민 지위를 확인합니다. 이 기관들은 미연방
국토안보부 미연방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의 ‘자격부여를 위한 체계적 외국인 확인(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SAV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민지위를 확인합니다.
혜택 수여 기관이 확인을 위해 SAVE 프로그램에 귀하의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SAVE
프로그램이 기관에서 USCIS에 이민 문서 복사본을 제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절차의
완료 후에도 귀하의 이민 지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USCIS 기록을
수정하여 혜택을 재신청하고/혹은 혜택의 기각을 항소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SAVE 프로그램이 귀하의 이민 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다수라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SAVE 프로그램이 귀하의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귀하께서 미국에
계실 허가가 없다거나 귀하께서 신청하신 혜택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혜택 수여 기관에 SAVE가 제공한 응답이 귀하의 실제 이민 지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믿으시고/혹은 귀하의 이민 기록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USCIS에 연락하십시오:
1. 지역 USCIS 사무소로 직접 가셔서 할 인터뷰 예약을 잡으십시오. InfoPass 웹사이트
http://infopass.uscis.gov에서 혹은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 1-800-375-5283에 전화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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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USCIS 사무소 예약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잡는 것이 귀하의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약속에 오실 때 본 정보지, 이민 지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왜 귀하의 이민 지위 때문에 귀하가 혜택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지에 관한 혜택
수여 기관이 제공한 정보을 가지고 오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기록에 수정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아실
경우, 정보의 자유법/프라이버시 법(Freedom of Information Act/Privacy Act: FOIA/PA)
사무소로 귀하의 기록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다음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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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경우, 제출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혜택을 기각당했다고 쓰십시오



부정확한 이유



부정확한 정보



제안하시는 기록 변경내용



A-화일 번호 그리고/혹은 전체 이름



출생 일자 및 장소



신청인의 공증된 서명



발신인 주소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기타



이민/귀화 지위 문서들 복사본

정보

변경해야 할 정보를 모를 경우, 양식 G-639, FOIA/PA 요청을 제출함으로해서 귀하의
기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가장 가까운 USCIS
사무소 혹은 온라인상으로는 http://www.uscis.gov/files/form/g-639.pdf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기한 주소를 사용하시되 봉투에“Privacy Act Amendment” 대신 “Privacy Act
Request” 라고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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