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Korean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기
Reporting a Change of Address to the Immigration Service

주: 만약 본 정보지를 읽고 있는 당신이 스폰서(sponsor)라면, 각 섹션에서 반드시 스폰서를 위한 정보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규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민국에 알려야만 합니까?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의 미국 귀화 및 이민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 (USCIS))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10 일 내에 이민국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이민자를 “스폰서(sponsor)”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도 그들의 주소가 변경되면 USCIS 에 알려야 합니다. 스폰서는 30 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양식 AR-11, 외국인 주소 변경 카드 (Form AR-11,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를 작성하십시오. 해당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또한, 당신은 전화로 주소 변경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하며, 신청서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린트 가능한 양식은 오직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AR-11 을 방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링크가 해당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소 변경 정보 (change of address information)”
링크를 클릭하고 주소 변경에 대한 USCIS 설명을 읽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완료했으면, 확인서
(verification) (증거)를 프린트하여 기록해 두십시오.
USCIS 에서 당신의 파일에 주소를 업데이트하는데 3-4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하고 막바지에 이른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 만약 당신이 아래의 경우에 관련되어 있다면, 주소 변경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주소가 다릅니다:
•

VAWA 청원 (VAWA petition) (가정 폭력)

2019

•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LawHelpMN.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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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비자 신청 (T Visa application) (밀매 피해), 또는

•

U 비자 신청 (U Visa application) (범죄 피해)

•

가정 폭력/학대에 기초한 I-751 면제 (I-751 waiver).

당신이 LPR 이 된 경우, 당신이 귀화(naturalization)를 신청한 경우, 또는 당신이 시민권자가 된 경우(Form
N-400) 에도, 절차가 다릅니다.

http://www.uscis.gov/addresschange 을 방문하거나, 이민법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만약 당신이 해당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를 원한다면, 웹사이트
www.uscis.gov/AR-11 을 방문하십시오. AR-11,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Form (PDF, 301 KB) 을 클릭하십시오. 링크에서 양식이 열립니다.
컴퓨터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프린트하거나, 또는 프린트하고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한 후, 복사하여 당신의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으로 해당 양식을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 통지서(a return receipt)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언제 USCIS 에서
수취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발송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만약 당신이 주소를 즉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면, USCIS Customer Service (1-800-375-5283) 로
전화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취업 허가 또는 영주권이 곧 발송될 것으로 생각된다면 당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Form AR-11 에 기입해야만 했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양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화 통화 마지막에 USCIS Customer Service 의 담당자가 당신에게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당신은 또한 이메일로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USCIS
Customer Service 는 당신과의 전화 통화를 확인해주는 편지를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USCIS 의 편지를
보관하세요! 만약 당신이 전화 통화 후 30 일 이내에 USCIS 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전화하세요.

스폰서의 경우: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 스폰서인 경우, 당신은 양식 I-865, 스폰서 주소 변경 통지서 (Form
I-865, Sponsors Notice of Change of Address) 를 제출하여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USCIS 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I865 를 방문하여 해당 양식을 프린트하세요.
만약 당신이 비시민권자 및 스폰서라면, Form AR-11 및 Form I-865 둘 다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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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 10 일 내에 Form AR-11 로 변경을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USCIS 는 당신이 고의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당신이 유죄로 판결된다면, 당신은 $200 이하의
벌금형 및 30 일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래에
이민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 가져야할 책임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30 일 이내에 Form I-865 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스폰서라면, 당신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건들
당신에게 어떠한 계류 중인 신청 건들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Form AR-11,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계류 중인 신청 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받게 됩니다.
•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당신의 계류 신청 건들을 담당하는 USCIS 사무소에 3-4 주 내에 통보될
것입니다.

•

당신이 변경을 신고했다는 확인서 (verification)를 프린트하고, 그것을 당신의 기록을 위해
보관하십시오.

•

또한, USCIS 에 전화하여 당신의 주소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당신의 계류 건들도 즉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신청 건들이 계류 중인 동안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중요한 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USCIS 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 예컨대 당신의 새로운 취업 허가서 또는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당신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취업 허가서 또는 영주권 카드가 당신의
예전 주소지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카드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취업
허가서 또는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모두 다시 신청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신청 수수료도
다시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예전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당신의 카드를 가져가서 신분 위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카드가 당신의 예전 주소로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경찰에 카드가 도난 되었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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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신은 주소 변경에 대해 전화를 한 후에 편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USCIS
에서 해당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쓰십시오:
•

당신의 이름 전체,

•

당신의 외국인 등록 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

•

당신의 신청 접수 번호 (application receipt number),

•

당신의 새로운 주소 및 예전 주소.

당신의 계류 신청 건에 대한 접수 통지서(receipt notice)의
복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당신의 신청 건이 계류 중인 USCIS
사무소에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편지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편지의 복사본과 배달증명 우편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중요:
만약 계류 중인 신청 건들이 있는데 해당 신청 건에 대해 USCIS 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건에 대한 USCIS 의 결정서 또는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서신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USCIS 는 당신이 신청한 이민 혜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당신을 국외 추방 절차에 넘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민 건이 Forms I-360, I-918, I-914 또는 I-751 (가정 폭력에 근거한)와 관련되어
있다면, 당신은 주소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http://www.uscis.gov/addresschange 에 있는 특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합법적 신분이 없는 비시민권자
만약 당신이 비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으며 합법적
신분에 대한 신청이 계류 중이지도 않다면, 주소 변경에 대해 USCIS 에
알리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얻으십시오.

자료서는 법률 정보일 뿐,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본 자료서는 1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업데이트 사항, 자료서 목록, 또는 다른 형식의 포맷에 대해서는 본 기관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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