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과 일할 법적 권리 

 

실업 보험 수당 수혜에 대한 자격 요건에 따라 연방 규제 당국은 각 실업 수당 청구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적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증한 경우 처벌받는다는 점을 선언할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국적이 없는 개인은 외국인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안전부(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ESD)는 자격부여를 위한 체계적 외국인 

확인(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SAVE)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민자 개인의 

이민 지위를 확인합니다. SAVE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국적이 아닌 분도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귀하의 이민 지위를 확인하도록 외국인 등록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보통 지원하는 시점에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 시에 외국인 등록 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지원 과중 중에는 어떤 것을 요청을 받게 되나요? 

귀하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국적자가 아님을 인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 지난 24 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리고 

• 가장 최근에 받은 이민 관련 문서는 무엇입니까?  

o I-327 재입국 허가서 (I-327 Reentry Permit) 

o I-551 영주권 카드 (I-551 Permanent Resident Card) 

o I-571 난민 여행 증명서 (I-571 Refugee Travel Document) 

o I-766 고용 허가 카드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o I-94 출입국 기록 (I-94 Arrival/Departure Record) 

o I-94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내 출입국 기록 

o 이민 비자 

o 여권 또는 I-94 상에 찍힌 임시 I-551 직인 

  

I-94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내 출입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국하려면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I-94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내 출입국 기록을 보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여권 번호 

• I-94 번호 

• 유효기간 

  

I-94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내 출입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I-94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내 출입국 기록 이민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은 없는 경우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승인 기간을 체류 

기간(Duration of Stay, D/S)로 직인을 찍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대신 I-94 

생성일 또는 입력일자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신 경우, 여권상의 유효기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국토안보부가 제공한 지침입니다. 

  

I-94 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94 사본이 없는 경우, 여기를 통해 국토보안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전자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94 전자 사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여기를 통해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관련 서류가 없는 노동자입니다. 실업 보험 수당을 요청할 자격이 있나요? 

연방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기 부양(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법에 따라 실업 보험 수당 자격을 보유하고 수당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에서 제공하는 가족 및 병가 유급 지원 

프로그램(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rogram)의 자격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이민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하게 아프거나 그러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aidleave.wa.gov 또는 tometiempo.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업 보험 수당 또는 가족 및 병가 유급 지원 프로그램 지원 수당을 받게 되면 신규 

생활보호대상 법안에 따라 그린 카드나 시민권에 지원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요. 실업 보험 및 가족 및 병가 유급 지원 수당 수령 여부는 생활보호대상자 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https://www.uscis.gov/i-102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es/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고용안전부는 균등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한적인 영어 유창성 

개인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워싱턴 중계 서비스: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