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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nvites you to participate in a national Korean 

language engagement on May 2, from 2 to 3 p.m. (Eastern). 
  
During this engagement, w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USCIS and information on citizenship, student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employment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nd avoiding scams. Following 

the presentation, we will invite you to ask non-case specific questions on these topics. 

To Register: 

 Visit our registration page  
 Enter your email address and select “Submit”  
 Select “Subscriber Preferences”  
 Select the “Event Registration” tab  
 Provide your full name and organization, if any  
 Complete the questions and select “Submit”  

Once we process your registration,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with additional detail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not received a confirmation email within two business days, 

please email us at public.engagement@uscis.dhs.gov. 

Note to Media: This engagement is not for press purposes. Please contact the USCIS Press Office at 202-

272-1200 for any media inquiries.  

We look forward to engaging with you! 

https://public.govdelivery.com/accounts/USDHSCISINVITE/subscriber/new?topic_id=USDHSCISINVITE_290
mailto:public.engagement@uscis.dhs.gov


전국 한국어 이벤트 

 

USCIS 개요 및 시민권, 취업/학생비자및 사기 방지에 대한 정보 

2017년 5월 2일  

오후 2시-3시 (동부 표준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전국 한국어 이벤트에 귀하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벤트는 

5월 2일, 오후 2시-3시에 열립니다 (동부 표준시). 

  

이벤트 도중 USCI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며, 시민권, 비이민 학생신분비자,비이민 

취업신분비자및 사기 방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이러한 

주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아닌) 일반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저희의 등록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Submit” (제출)을 선택하십시오  

 “Subscriber Preferences” (가입자 선호)를 선택하십시오  

 “Event Registration” (이벤트 등록) 탭을 선택하십시오  

 본인의 성명 및 (해당되는 경우) 단체를 기입하십시오  

 질문을 완료한 후 “Submit” (제출)을 선택하십시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된 확인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소로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public.engagement@uscis.dhs.gov. 

미디어/대중 매체를 위한안내사항: 이번 참여 이벤트는 보도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언론 

문의는 USCIS Press Office(홍보실)에 (202) 272-12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https://public.govdelivery.com/accounts/USDHSCISINVITE/subscriber/new?topic_id=USDHSCISINVITE_290
mailto:public.engagement@uscis.dh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