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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Form I-9 작성
개요

목차

Form I-9는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신원과 고용 상태를 확인하는 법적 양식입니다. 귀하와 관리 고용주 
(클라이언트 또는 공인 대리인) 또는 피지명인은 이 양식에서 별도의 파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Workday DocuSign I-9 설문지 작업을 완료합니다.
2. DocuSign을 통해 Form I-9의 섹션 1을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3. 귀하의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이 DocuSign을 통해 귀하의 Form I-9 섹션 2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본 안내서의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은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참고: Okay to Provide Care(간병 제공 가능) 날짜가 되기 전까지 귀하는 CDWA 직원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간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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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Workday DocuSign I-9 설문지
개요
Workday에서 완료할 작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Form I-9의 섹션 2를 작성하도록 보낼 위치를 DocuSign에 알려줍니다.
Form I-9의 섹션 2는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귀하의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케이스 매니저도 섹션 2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작업에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지침
1. Workday에서 DocuSign I-9 설문지 작업을 엽니다.
2.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의 이름과 성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하십시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Form I-9를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번호(가능한 경우)를 입력합니다. 대시나 기타 기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5. Submit(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Workday의 다음 작업에서는 Form I-9를 작성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페이지 하단에 
있는 Submit(제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Form I-9 작성 

개별 서비스 제공자

그림 01

Workday 작업을 제출하면 DocuSign을 통해 Consumer Direct 
Care Network Washington으로부터 이메일 및/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에서 Review Documents 
(증빙서류 검토)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01) 이렇게 하면 
DocuSign으로 이동하여 섹션 1 또는 Form I-9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이 Form I-9의 섹션 2를 
작성합니다. 자신의 Form I-9 섹션 2를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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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의 섹션 1

1.  Electronic Record and Signature Disclosure(전자 기록 및 서명 공개)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여 DocuSign 공개 선언문을 
검토하십시오. (그림 02)

2. I agree(동의함) 상자를 선택합니다.
3. Continue(계속)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제 Form I-9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팁: 필드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도움말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다음 필드로 이동하려면 탭 키를 누르거나 
Next(다음)을 클릭하십시오.

4.  양식에서 귀하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03)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Workday에서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5.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수 필드를 작성합니다.
  비어 있는 필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관련 없는 
정보의 경우 N/A를 사용하십시오(예: 중간 
이름, 다른 성, 아파트 번호 등).

6.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옵션 옆의 원에 선택 표시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번호와 증빙서류 
유효 기간을 입력하십시오.

그림 02

그림 03

Form I-9의 섹션 1 서명
7. Sign(서명)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림 04)
8. 미리보기 영역에 이름을 서명합니다. (그림 05)

  장치에 터치 스크린이 있는 경우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를 사용하여 서명하십시오.
  터치 스크린이 없는 경우 마우스나 전자 서명 
패드를 사용하십시오.

9.  Adopt and Sign(채택 및 서명)을 선택합니다. 
(그림 05)

그림 05

그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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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및/또는 번역자 사용
10.  이 양식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원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선택하면 작성자 및/또는 
번역자가 이 섹션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림 05)

온라인 Form I-9 제출

11.  모든 필수 필드를 작성한 경우,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Finish(마침)를 
선택합니다. (그림 06)

  마치기 전에 누락된 필드를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ocuSign Form I-9 프로세스의 IP 파트를 완료했습니다. 지침의 다음 섹션은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이 섹션 2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 06

그림 05

관리 고용주/피지명인
Form I-9 작성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이 Form I-9의 섹션 2를 작성하려면 IP가 실물 증빙서류를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복사, 스캔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은 IP가 실제로 
입회한 자리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IP는 다음 중에서 선택한 한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 A 또는 
  목록 B에서 선택한 한 가지 증빙서류와 목록 C에서 선택한 한 가지 증빙서류의 조합 

사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서의 허용되는 증빙서류 섹션을 검토하십시오.

알림: IP가 아닌 다른 사람이 Form I-9의 섹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IP가 이 섹션을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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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의 섹션 2

1.  관리 고용주/피지명인은 IP가 Form I-9의 섹션 1을 작성하면 DocuSign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2.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에서 Review Documents 

(증빙서류 검토)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06) 
  DocuSign 양식으로 연결됩니다.

3.  증빙서류를 검토하려면 DocuSign Electronic Record and 
Signature Disclosure(전자 기록 및 서명 공개)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십시오. (그림 07)

4. I agree(동의함)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림 07)
5. Continue(계속) 버튼을 선택합니다.

Form I-9의 섹션 1 검토
6. IP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Form I-9의 섹션 2 작성
7.  IP에게 원본 목록 A 또는 목록 B 및 C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제공된 증빙서류가 본 안내서의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8. IP 증빙서류가 진본인지 검사해서 확인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9. Form I-9의 섹션 2에 IP 증빙서류를 입력합니다.
  IP가 목록 A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목록 A 옆의 원을 
선택하십시오. (그림 08)
  IP가 목록 B 및 목록 C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목록 B 옆에 
있는 원을 선택하십시오. (그림 08)

10.  Document Title(증빙서류 제목) 드롭다운 메뉴에서 IP 증빙서류에 
가장 적절한 증빙서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림 09)

11.  Issuing Authority(발행 기관) 필드에 증빙서류를 발행한 
기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림 09)

  본 안내서에서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12.  증빙서류에 증빙서류 번호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번호를 
입력합니다. 증빙서류에 번호가 없는 경우  
N/A를 입력합니다. (그림 10)

13.  증빙서류의 Expiration Date(유효 기간)를 입력합니다. (그림 10)
  만료된 증빙서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에 유효 기간이 없는 경우 N/A를 입력합니다.

중요: 사회 보장 카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Not valid for employment(취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INS 인증이 있는 직업에만 유효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DHS 승인이 있는 직업에만 유효합니다).�

그림 06

그림 07

그림 08

그림 09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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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림 13

허용되는 증빙서류 및  
 발급 기관
직원은 자신의 신원과 근무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고용주 또는 공인 대리인은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직원(IP)이 입회한 상태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목록 A에서 선택한 한 가지 증빙서류 또는 목록 B에서 선택한 한 가지 증빙서류 및 목록 C에서 선택한 한 가지 증빙서류의 
조합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scis.gov/i-9-central/form-i-9-acceptable-documents를 방문하십시오.

증빙서류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IP의 각 원본 증빙서류의 실물을 조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리적으로 진본으로 보이고 제출하는 사람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합리적으로 진본으로 보이고 제출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진본으로 보이지 않거나 제출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증빙서류는 거부하십시오. Form I-9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른 증빙서류를 요청하십시오.

Form I-9 서명.

14. Sign(서명)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림 11)
  터치스크린에서 마우스나 손가락을 사용하여 서명을 합니다. (그림 12)
  Adopt and Sign(채택 및 서명)을 선택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또는 피지명인으로서 귀하는 관리 고용주입니다. 
Form I-9의 섹션 2는 귀하 또는 귀하의 피지명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케이스 매니저의 정보가 아닌 귀하의 정보가 섹션 2에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SHS/AAA 정책에 따라 케이스 매니저가 섹션 2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15.  Title of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고용주 또는 공인 
대리인 직위)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합니다.

16. CDWA의 공인 대리인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17. Last Name(성)을 입력한 다음, First Name(이름)을 입력합니다.
18. 오른쪽 상단에 있는 Finish(마침)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제 완료되었으며 DocuSign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림 11

https://www.uscis.gov/i-9-central/form-i-9-acceptable-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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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A: 신원 및 고용 허가를 모두 입증하는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목 발급 기관 증빙서류 번호 유효 기간

미국 여권/여권 카드 미 국무부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영주권 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증(Form I-551) USCIS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기계로 판독 가능한 이민 비자에 임시 I-551 스탬프 또는 
임시 I-551 인쇄 표기가 포함된 외국 여권

외국 여권이  
발급된 국가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외국 여권 및 다음 사항이 기입된 Form I-94/94A:
1. 여권과 동일한 이름
2. 만료되지 않은 경우 비이민자 신분 승인

외국 여권이 
발급된 국가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미크로네시아 연방(FSM) 또는 마셜 제도 공화국(RMI) 
여권과 Form I-94/94A

여권을 발급한 
국가(FSM 또는 RMI)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사진이 있는 고용 허가 증빙서류(Form I-766) USDHS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직원이 제출한 원본 증빙서류에서 증빙서류 제목, 발급 기관, 증빙서류 번호 및 유효 기간(있는 경우)을 
입력하십시오. 
  직원의 증빙서류를 검토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증명서 블록의 필드를 작성하고, Form I-9의 섹션 2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목록 B: 신원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목 발급 기관 증빙서류 번호 유효 기간

미국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 허가증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주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 또는 외형적 기술 및 주소 포함)

ID 카드가 발급된 주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사진이 있는 학생증 학생증이 발급된 학교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유권자 등록 카드 카드가 발급된 카운티 
또는 지역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미군 카드 또는 징병 기록 카드 또는 징병 기록이 
발급된 군대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군인 피부양자 신분증 신분증이 발급된 병과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미국 해안경비대 선원 카드 미국 해안경비대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발행된 부족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캐나다 정부 기관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된 주 또는 지역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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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C: 고용 허가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목 발급 기관 증빙서류 번호 유효 기간

고용, INS 또는 DHS에 대한 제한이 없는 사회 보장 카드 사회 보장국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사회 보장 카드 신청 접수증 사회 보장국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해외출생증명서(FS-545, DS-1350) 미 국무부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해외출생신고서(F-240) 신고서가 
발행된 영사관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공식 인장이 있는 미국 주 또는 지방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공인 사본

증명서가 발급된 주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발행된 부족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미국 시민권자 신분증(Form I-197) INS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미국 거주자 시민이 사용하기 위한 신분증(Form I-179) INS 필수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목록 A 증빙서류에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DHS에서 
발행한 고용 허가 증빙서류

미국 국토안보부 필수 필수, 유효 기간 없음

목록 B(계속): 위에 나열된 목록 B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신원
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목 발급 기관 증빙서류 번호 유효 기간

학적부 또는 성적표 학적부 또는 성적표가 발급된 학교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진료소, 의사 또는 병원 기록 기록이 발급된 진료소, 의사 또는 병원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탁아소 또는 보육원 기록 기록이 발급된 탁아소 또는 보육원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N/A(해당 사항 없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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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에 대한 몇 가지 질문
Form I-9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scis.gov/i-9-central에서 제공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는 Form I-9를 작성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는 자동으로 고용 자격이 주어지지만 동일하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Form I-9 고용 
자격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에는 미국,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에서 출생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미국 비시민권자는 미국에 영구적인 선서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스웨인스 섬을 포함한 미국령 사모아에서 출생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FSM) 및 마셜 제도 공화국(RMI) 시민은 비시민권자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 Form I-9를 작성할 때 직원에게 특정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직원은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에서 제출할 증빙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orm I-9에 나열되어 있고 섹션 12.0에 있는 모든 증빙서류 
(목록 A) 또는 증빙서류의 조합(목록 B에서 한 가지 및 목록 C에서 한 가지)은 진본이고 제출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INA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이민 관련 고용 관행으로 간주될 될 수 있습니다. 구인, 
고용 또는 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처럼 보이거나 말하는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Form I-9 절차 중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ER의 고용주 핫라인 800-255-8155(청각 장애인용 TTY: 800-237-2515)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justice.gov/ier를 방문하십시오.

3. 직원이 본인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원본 증빙서류의 실물을 검사해야 하며 합리적인 관점에서 원본 증빙서류가 진본이고 제출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이민 관련 고용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합리적으로 진본으로 보이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증빙서류를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에 있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직원으로부터 증빙서류의 사본을 받아도 됩니까?
안됩니다. 직원은 원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생 증명서의 공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유일한 예외입니다.

5. 직원이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의 실제 증빙서류 대신 증빙서류 접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접수증 규칙"은 직원이 최초 고용 또는 재증명 시점에 근무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에 나열된 실제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직원이 최초 고용 허가 승인을 신청했음을 보여주는 접수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4.3 
허용되는 접수증을 참조하십시오.

6. 신입 사원이 Form I-9를 작성하기 위해 다른 성이 기재된 두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의 증빙서류가 
섹션 1에서 입력한 이름과 일치합니다. 그 직원은 최근에 결혼해서 성을 바꿨지만 다른 증빙서류에는 아직 바뀐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다른 증빙서류를 접수해도 됩니까?
증빙서류가 합리적으로 직원과 관련이 있는 이상 섹션 1에 입력된 이름과 다른 이름의 증빙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제공하는 
보조 증빙서류와 함께 이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간단한 메모를 직원의 Form I-9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이름이 변경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름이 다른 증빙서류가 진본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직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Form I-9의 허용 가능한 증빙서류 목록에서 다른 증빙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직원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이름 철자가 Form I-9의 섹션 1에 입력한 이름 철자와 약간 다릅니다. 이 증빙서류를 
접수해도 됩니까?
증빙서류에 있는 철자가 약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 직원이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가 합리적으로 진본이고 직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증빙서류를 접수해도 됩니다.

http://uscis.gov/i-9-cent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