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VIS는 이민 제도의 정통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ICE의 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8월 창설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국제 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의 신분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SEVIS는 ICE의 국토 보안 임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자격을 갖춘 모든 국제 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이 미국의 뛰어난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적 경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EVIS의 지속적인 발전은 귀하의 조언과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SEVIS 사무실에 연락하여 귀하의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메일: SEVIS.Source@dhs.gov 
전화: 1.800.892.4829 (SEVIS 헬프 데스크) 
우편: ICE/SEVIS 

800 K Street, NW 
Washington, D.C. 20536 

www. ice.gov 

SEVIS 헬프 데스크 
1-800-892-4829 

072604 

SEVIS 
소개 자료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의 
이민 신분 유지 



미국은공부를위해미국에오는국제 
학생과교환방문자들을환영합니다. 
미국에서의체류를즐기는한편, 귀하의 
이민신분이파기되지않도록귀하의 
체류를규정하는자격조건을이해하고 
따르는것이중요합니다. 

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학교 행정관과 후원 
담당관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미국에 

거주하는학생및교환방문자는미국의뛰어난 교육및문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에 
잔류하거나 재입국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공부 중인 국제 학생이나 교환 방문 학생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숙지하십시오. 

SEVIS(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등록 

SEVIS는 수백만 명의 비이민 학생, 교환 방문자 및 동반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현재 신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지정된 학교 담당관 또는 교환 방문자 담당관과 협조하여 
SEVIS에 있는 귀하의 데이터가 정확하고 최신으로 갱신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담당관들은 귀하의 이민 신분을 
관장하는 자격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귀하가 
신분을 파기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분 유지의 중요성 이해 

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이민 신분의 개념과 신분 위반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과 잠재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귀하의 신분 유지에 위배되는 문제를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층의 방문자들을 위해 
발급됩니다. 각 비자 계층에는 비자 소유자가 따르고 유지해야 
하는 일련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따르는 
사람은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 내에서 체류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신분을 위반한 것이 되며 
“신분 파기” 상태가 됩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으며 위반자는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분 위반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분 조건을 
위반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 년 동안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신분위반의 인식 및예방 

귀하의 이민 신분을 규정하는 자격 조건을 위반하면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로서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귀하의 학교 또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 지정한 날짜 
안에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 체류 기간 중의 불법 취업. 
•	학교 과정, 교환 방문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관련 
취업을 완료한 다음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	학생(비자 카테고리 F-1): 지정된 학교 담당관의 과목 축소 
승인 없이 풀 코스 과정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위의 목록은 신분 위반의 가능한 예를 모두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정된 학교 담당관 또는 교환 
방문자 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비이민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중 자의가 아닌 이유로 
신분 파기 상태가 된 경우 신분 복귀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 복귀가 가능할 지의 여부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 담당관과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