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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mbassy
Seoul, South Korea
Please follow the steps below prior to your immigrant visa interview at the U.S.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Step 1: Register a document return address
You need to provide an address where we can return your passport to you after your
visa interview. Click the “Register” button below for information on how to provide
your document return address online or by telephone.

Register

Step 2: Get a medical exam in South Korea

Contact information
U.S. Embassy
188 Sejong-daero, Jongno-gu,
Seoul 03141, Korea
 Phone:
Call Center
 Email:
Supportkorea@ustraveldocs.com
 Website:
kr.usembassy.gov
 Cancel and Reschedule:
Visa Information Service
 Map:

As soon as you receive your appointment date, you must schedule a medical exam in
South Korea. Click the “Medical Exam Instructions” button below for a list of
designated doctors’ offices in South Korea. Please schedule and attend a medical
exam with one of these doctors before your interview.

Medical Exam Instructions

Step 3: Complete your pre-interview checklist
It is important that you bring all required original documents to your interview.
We’ve created a checklist that will tell you what to bring. Please print the checklist
below and bring it to your interview along with the listed documents.

Pre-Interview Checklist

Other links


Diversity Visa instructions



After your interview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terview process flow



Where to find civil documents

Social media

Step 4: Review interview guidelines
Read our interview guidelines to learn about any special actions that you need to
take before your visa interview.

Interview Preparation Video

Interview Guidelines

Updated August 8, 2018

Medical Exam Instructions
All immigrant visa applicants, regardless of age, require a medical examination prior to the issuance of a visa. Only a
physician accredited by the U.S. Embassy can perform this exam.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schedule a medical exam
with one of the hospitals listed below before your visa interview at the U.S. Embassy. Medical examination results from
other physicians will not be accepted.
Approved physicians
SEOUL
Gangnam Severance Hospital
(Visa Medical Center)
Dogok-ro 235, Gangnam-gu, Seoul
(Visa Medical Center, 1st floor)
Tel: 02-2019-1209
Reserve online: gs.iseverance.com
(Korean Language Only)
Saint Mary's Hospital
63 Ro 10, Youngdeungpo-Gu, Seoul
Tel: 02-3779-1521
Reserve online: cmcsungmo.or.kr
(Korean Language Onl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hak-Ro 101, Jongno-Gu, Seoul
Tel: 02-2072-4918

PUSAN
Haeundae Paik Hospital
Haeundae-Ro 875, Haeundae-Gu,
Pusan
Tel: 051-797-0369

Yonsei Severance Hospital
Yonsei-Ro 50-1, Seodaemun-Gu,
Seoul
Tel: 1599-1004
Reserve online: sev.iseverance.com
(Korean Language Only)

Items to bring to your medical examination







Your visa interview letter,
Your passport,
Five (5) recently taken passport-sized color photographs,
A copy of your immunization records, and
Your current email, address and zip code; intended U.S. address with zip code; and prior countries of residence.

Any medical examination fees, including x-ray and blood test fees, must be paid at the hospital. The range of medical
examination fees at panel physician hospital is as follows: 310,000 – 397,091 for age of 15 or older; 160,000 – 345,000
for ages between 2 and 14; and, 135,000 – 220,000 for age 1 or younger depending on the procedures or tests
determined to be necessary by the panel physician. Vaccination fees are additional.

 Continued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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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tor will need the following items to complete the medical exam forms:

Medical Exam Instructions
During the medical exam
The medical examination will include a medical history review, physical examination, and gonorrhea testing, chest X-ray,
and blood tests (for applicants 15 years of age or older). The United States also requires tuberculosis (TB) testing for all
applicants two years of age and older. Please be prepared to discuss your medical history, medications you are taking,
and current treatments you are undergoing. More information on general medical requirements for U.S. immigrants is
available here.
U.S. immigration law requires immigrant visa applicants to obtain certain vaccinations prior to the issuance of a visa.
Current immigrant visa vaccination requirements are available here. You can also read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our medical examination requirements online.
After the medic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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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cian will give the medical report and chest X-ray to you in a sealed envelope. DO NOT OPEN the medical report
envelope. Instead, bring it to your visa interview at the U.S. Embassy. The medical report is valid for six (6) months. If
a CLASS B TB condition exists, it is valid for three (3) months from the time the evaluation is complete. The validity of
your immigrant visa will be limited to the validity of your medical examination.

Pre-Interview Checklist 
Please use the list below to determine the items that every applicant must bring to the immigrant visa interview:
 A copy of your NVC interview letter (does not apply to Diversity Visa, fiancé(e), adoptive, or asylee/refugee applicants).
 Unexpired passport valid for eight (8) months beyond your intended date of entry to the United States.
 Two (2) color passport-size photographs of each person applying for a visa (5 cm x 5 cm, or 2 inch x 2 inch). Please review
our online photo requirements.
 Confirmation page from the Form DS-260 Application for an Immigrant Visa you submitted online at ceac.state.gov/iv.
 Confirmation page from your online registration with our passport return service.
 Your original birth certificate, English translation, and a photocopy. NOTE: If you were born in Korea, submit both the Basic
Certificate and Family Relation Certificate with “Detailed” information issued within one (1) year for each applicant. This
video explains more about the acceptable Basic Certificate and download translation sample here. This video explains more
about the acceptabl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nd download translation sample here.
 Medical examination results in a sealed envelope (if the physician gives you these results).
Applicants who fall into any category listed in italics below should bring these additional documents:

 The appropriate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for each financial sponsor along with a photocopy of the sponsor’s IRS
transcript or most recent U.S. federal income tax return, and any relevant W-2s.
 Proof of your U.S. petitioner’s status and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photocopy of a U.S. passport, naturalization
certificate,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card).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titioner and visa applicant (such as photographs, letters, or emails).
If you are married: Your original marriage certificate, English translation, and a photocopy. NOTE: If you are of Korean
nationality, submit a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with “Detailed” information and English translation. This video explains more
about the acceptable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and download translation sample here.

 If you were previously married: Your original divorce or spouse’s death certificate, English translation, and a photocopy.
NOTE: If you are of Korean nationality, submit a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and English translation.
 If you are older than 16 years of age: You must obtain a police certificate from your country of nationality and your country
of current residence if your presence there was for six (6) months or more after age 16. Police certificates from other
countries are required if your stay was for 12 months or more after age 16. You can find police certificate requirements for
various countries online. If you have ever been arrested, court records with English translations should also be submitted.
 For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 Letter from your U.S. employer dated within six months.
 If you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Court and criminal records, English translation, and a photocopy.
 If you are adopted: Adoption papers or custody documents, English translation, and a photocopy.
 If you are the petitioner’s stepchild: The original marriage certificate of the petitioner and your biological parent, English
translation, and a photocopy along with divorce records for any previous marriages of either parent. Custody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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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amily-based visa applications:

Interview Guidelines
Sending documents to the U.S. Embassy
If you need to send us any documents, please DO NOT mail them to us directly. Instead, submit those documents to
Ilyang Logis, which will deliver your documents to the Embassy. To view Ilyang Logis document drop-off locations, click
here. (Information is only available in Korean.)
Rescheduling or cancelling your interview
If you are unable to attend your appointment, please contact our Visa Information Service. There may be a significant
wait before the next available appointment, so please attempt to attend the date already assigned. For some familybased and employment preference visa categories, a visa became available within the month you have been scheduled
by NVC. DV applicants should be aware that visas are numerically limited and must be issued by September 30 of the
program year. There is no guarantee that a visa will still be available on the date of your rescheduled interview. Please
carefully consult the Visa Bulletin before you decide to reschedule your interview.

All visitors to the U.S. Embassy must follow certain security procedures. Any visitor who declines to be screened by U.S.
Embassy security personnel will be unable to enter the embassy. To avoid delaying your entry and that of those in line
behind you, please bring only what is required for your interview. Please check the security regulations on our website.
Accompanying persons
The following persons may accompany a visa applicant to their interview:



Interpreter: Applicants may bring ONE interpreter if they do not speak English or Korean well enough to
participate in an interview.
Special Needs Visitors: Applicants may bring ONE person to help if they are elderly, disabled, or a minor child.

Attorneys are not permitted to accompany clients into the waiting room or to their interview.
Immigrant visa fees
If you have not paid all required fees to either the National Visa Center or via the appointment website, please be
prepared to pay these fees on the day of your interview. Fees may be paid in cash (dollars or Korean won), U.S. Postal
Money Orders, or "Logoed" credit/debit card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and Novus/Discover. Personal
checks are not accepted. A combination of U.S. dollars and Korean won will not be accepted. Please note that if you are
found ineligible to receive a visa, the application fee cannot be refunded. A complete list of fees can be found here.
Do not make travel plans outside of South Korea
If your visa is approved, we will keep your passport at the embassy while we prepare your immigration packet and print
a visa for your passport. We will return your passport to you later via courier services only. If you have to travel within
South Korea while your passport is still with us, please make sure you have a valid picture ID other than your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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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screening procedures

After Your Visa Interview
A consular officer can make a decision on a visa application only after reviewing the formal application and interviewing
the applicant.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 will receive a visa. Do not sell your house, car or property, resign from
your job or make non-refundable flight or other travel arrangements until you have received your immigrant visa.
If more information is needed
Sometimes a consular officer needs to review additional documents or the case requires further administrative
processing. When additional documents are requested, the consular officer will give you a refusal letter that asks you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The letter will include instructions on how to send those documents to the embassy.
Administrative processing takes additional time after the interview. Most administrative processing is resolved within 60
days. However, the timing varies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Before inquiring about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processing, please wait at least 60 days after your interview.

Passport, Visa, and Sealed Immigrant Packet – We will place your immigrant visa on a page in your passport. Please
review your visa to make sure there are no spelling errors. We will also give you a sealed envelope containing
documents that you must give to U.S. immigration authorities when you arriv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Do
not open this envelope. You must carry it with you; do not put it in your checked luggage. If you receive X-rays during
your medical examination, carry those with you and give them to the U.S. immigration authorities.
USCIS Immigrant Fee – All individuals who are issued immigrant visas overseas must pay a $165.00 Immigrant
Fee to
___________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prior to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This fee is for processing your
residency status and printing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The only people exempt from paying this fee are: children
entering the United States under the Orphan or Hague Process, returning residents, and people traveling on a K visa.
When You Should Travel – You must enter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n your visa, which is usually six
months from completion of the medical exam. If a Class B TB condition exists, the visa is valid for three months from the
time the evaluation is completed. Your visa cannot be extended and all fees are nonrefundable. The principal applicant
must enter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other family members with visas. Children who turn 21 years old after visa
issuance must enter the United States before they turn 21 years old; otherwise they will lose their immigrant status.
Getting a Green Card – Your Form I-551 Permanent Resident Card, also known as a green card, will be automatically
mailed to the address in the United States that you write in your visa application form. This is a very important
document that proves you have permission to reside in the United States. Do not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until
you receive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Once your card is issued, you should not sta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one year. If you do, you will lose your status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Continued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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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after visa approval

After Your Visa Interview
Children’s Issues – Children are required to have certain vaccinations before they can enroll in school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we recommend that you bring your child’s complete vaccination records with you to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if your child is adopted, you have full custody as a result of a divorce, or you share custody with the
child’s other parent, we recommend that you bring a copy of all applicable adoption or custodial papers from the
authoritative court in your home country. You will likely need these papers (translated into English) in the United States
for issues such as school enrollment, medical care, and eventu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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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New Immigrants – Please visit the USCIS web page for helpful information on moving to the United
States. You can read their publication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A Guide for New Immigrants” online.

Diversity Visa Applicants – Addi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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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citizens of South Korea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the Diversity Visa Lottery Program. This includes persons
born in South Korea, regardless of their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or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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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연락처
주한미국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1 단계: 서류 배송 주소 등록

(우편번호: 03141)

비자 인터뷰 후 여권이 발송될 주소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등록” 버튼을 눌러 서류 배송 주소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등록

 전화:
콜센터
 이메일:
Supportkorea@ustraveldocs.com
 웹사이트:
kr.usembassy.gov

2 단계: 한국에서 신체검사 진행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자마자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예약해야 합니다. 아래
“신체검사 안내문” 버튼을 눌러 국내 지정 병원 명단을 확인하십시오. 이민 비자

 인터뷰 취소 및 변경: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지도:

인터뷰 전에 지정 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안내문

3 단계: 인터뷰 전 체크리스트 확인
인터뷰 시 필요한 모든 원본 서류를 인터뷰 당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대사관에 가지고 가야할 서류 목록이 적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아래
체크리스트를 출력하여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링크
 추첨을 통한 비자 (DV) 안내
 인터뷰 이후
 자주 묻는 질문

인터뷰 전 체크리스트

 인터뷰 절차 안내도
 대한민국 민원 서류에 관한 안내

4 단계: 인터뷰 안내문 확인

Social media

인터뷰 전 점검 사항에 관한 “인터뷰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Interview Preparation Video

인터뷰 안내문

신체검사 안내문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비자 발급 전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대사관 지정
병원 중 한 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지정 병원에 예약을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정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행한 신체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대사관 지정 병원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자신체검사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비자신체검사센터 1 층

온라인 예약: gs.iseverance.com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전화 1599-1004

부산
부산 해운대 백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전화 051-797-0369

여의도 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서울대학교병원

전화 02-3779-1521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온라인 예약: sev.iseverance.com

전화 02-2072-4918
온라인 예약: cmcsungmo.or.kr
신체검사 시 지참 서류 및 정보



인터뷰 예약 확인증



유효한 여권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장



예방접종 기록 관련 서류



본인 이메일 주소, 현재 주소(우편번호 포함), 미국 거주 주소(우편번호 포함), 이전 거주국 이름

흉부엑스레이 촬영료와 혈액 검사료를 포함한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료는
병원에서의 절차나 검사 종류에 따라 만 15 세 이상 310,000-397,091 원, 만 2 세~만 14 세 160,000345,000 원, 0 세~만 1 세 135,000-220,000 원입니다. .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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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신체검사 결과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안내문

신체검사 과정
신체검사에는 과거 병력 진단, 신체 발달 검사, 임질 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만 15 세 이상 신청자)
등이 포함됩니다. 만 2 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결핵검사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거 병력,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필요한
신체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비자 발급 전에 특정 예방접종을 접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예방접종 규정에 관한 안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체검사 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체검사 이후
신체검사를 마치면 흉부엑스레이 결과를 포함한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를 병원에서 수령합니다. (CLASS A 와 CLASS
B TB 인 경우 제외.)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는 개봉하지 말고 봉인한 채로 인터뷰 당일에 대사관에 제출하십시오.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일로부터 6 개월이지만, CLASS B TB 일 경우 결과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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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인터뷰 전 체크리스트 
이민 비자 신청자가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NVC에서 발송한 인터뷰 편지 (DV, 약혼자비자, 입양비자, 망명/난민 비자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8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하얀 배경의 5cm X 5cm 크기의 사진 2장. 비자 사진 규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무성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의 확인페이지
 서류 배송 주소 등록 후 출력한 등록확인서
 출생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 및 그 사본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과 각각의 영문 번역). 기본증명서 예시와 번역본 예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예시와
번역본 예시 다운로드

 개봉하지 않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 (병원에서 직접 본인에게 준 경우만 해당)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아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 각각의 재정보증서류 I-864 원본과 재정보증인의 미국 연방세금보고서 사본 및 관련 W-2 사본
 초청자의 시민권/영주권 증빙서류(미국 여권, 귀화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와 미국 거주지 증명
 초청자와 비자 신청자의 관계 증명 (사진, 편지, 이메일 등)
 결혼한 경우: 혼인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 및 그 사본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원본과 영문 번역).
혼인관계증명서 예시’와 번역본 예시 다운로드.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이혼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 및 그 사본, 또는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
및 그 사본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원본과 영문 번역)

 Continued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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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경우 :

인터뷰 전 체크리스트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본인 국적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국가별 경찰신원조회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무성 상호 협정 조약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문과 영문
번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6개월 이내에 서명한 고용확인서 원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과 영문 번역
 입양 기록이 있는 경우: 입양 관련 서류와 영문 번역 (한국인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
 초청자의 양자일 경우: 초청자와 친부모의 혼인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 및 친부모, 양부모의 이혼증명서 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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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 (한국인의 경우 초청자와 친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 . 친권관련 서류.

인터뷰 안내문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 발송 방법
인터뷰 후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 국립비자센터(NVC)로 직접 보내지 마십시오. 대사관 이민비자과로 서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양택배를 통해 보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일양택배 사무소 지점을 일양택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국어 정보만 가능)
비자 인터뷰 날짜 변경 및 취소 방법
정해진 비자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미국비자정보서비스에 연락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인터뷰 예약일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정해진 인터뷰 날짜에 참석해 주십시오. 우선순위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비자의 경우,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스케줄한 달에 할당받은 비자 수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달 내에서만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한 비자(DV)는 비자의 수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해당 연도의 9 월 30 일 이내에만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짜에 비자
수효가 남아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변경하기 전에 비자 불리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을 방문하는 모든 신청자는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안 절차를 거부하는 신청자는 대사관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입장 및 대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뷰 시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대사관 보안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동반 가능한 사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에 동반 가능합니다.


통역가가 필요한 경우: 비자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어 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 통역가 1 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도움을 주는 1 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나 대기실에 동반할 수 없습니다.

 Continued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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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절차

인터뷰 안내문
이민 비자 수수료
국립비자센터(NVC)나 예약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 당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 수수료는 현금(미국 달러나 한화), 우편환,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Novus/Discover 로고가 있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표로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와
한화로 나누어 지불할 수 없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비자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자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비자를 받기 전에 해외 여행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뷰 결과 비자 발급이 확정되면 , 이민 비자 패켓을 준비하고 여권에 비자를 부착하기 위하여 대사관에서
신청자의 여권을 보관합니다. 여권은 택배를 통해서 추후 배달됩니다. 대사관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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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여권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이후
담당 영사는 이민 비자 신청서 검토 및 인터뷰를 마친 후 이민 비자 발급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집, 차, 부동산 등을 팔거나, 사직을
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비행기 표를 예매하거나, 다른 여행 계획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이민 비자 인터뷰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여 바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후 담당 영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거절
편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거절 편지에는 대사관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행정적 절차는 비자 인터뷰 후 60일 이내에
해결됩니다만, 케이스의 처리 시간은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 케이스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기 전에 최소 60일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비자 발급 이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함께 발송되는 비자 패켓에는 이민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는
미국 입국 시 봉인된 비자 패켓을 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비자 패켓을 개봉하지 마십시오. 수하물
가방에 넣지 말고 기내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체검사 후 받은 흉부엑스레이 영상도 미국 이민 심사관 요청 시
제출하십시오.
이민 수수료 –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미국 입국 전까지 미화 165달러의 이민 수수료를 이민귀화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영주권을 수속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입양 비자(IR3, IR-4), 헤이그 조약에 의한 입양 비자(IH-3, IH-4),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약혼자 비자(K) 신청자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국 입국일 – 수령한 비자의 유효기간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일로부터
6 개월이지만, CLASS B TB 일 경우 결과일로부터 3 개월입니다. 발급된 비자는 연장되지 않으며, 모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신청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입국하거나 다른 가족보다 먼저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후
만 21 세가 되는 자녀는 만 21 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민 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동신분보호법 적용 대상자 제외)

 Continued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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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이민 비자 패켓 –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는 여권 안에 부착됩니다. 비자 수령 후 비자 정보가 정확한지

인터뷰 이후
영주권 카드 수령 –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면, 온라인 비자 신청서에 작성한 미국 주소지로 그린카드 혹은
영주권 카드 I-551이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이 카드는 귀하가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체류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아동 관련 주의사항 – 미국 학교에서는 입학 시 특정 예방접종을 요구하므로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아동을 입양했거나, 이혼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권이 있거나, 아동의 다른
부모와 공동양육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입양 관련 서류, 양육권 관련 법원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학교 입학 시 이 서류와 영문 번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자를 위한 안내 – 이민귀화국 웹사이트에서 미국 이민에 관한 유용한 정보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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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를 위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추첨을 통한 비자 (DV)
현재 대한민국은 추첨을 통한 비자(DV)의 추첨 대상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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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국가와 현재 국적에 관계 없이 추첨을 통한 비자(DV)를 받을 수 없습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 Process Flow 인터뷰 절차 안내도
If your interview is scheduled by the National Visa Center, you must register your mailing address.
To do this, contact the Visa Information Service at (02) 6009-9170, 1600-8884 (from South Korea) or 703 -5202234 (from the U.S.), or visit them online at www.ustraveldocs.com/kr. Once completed, please print a
confirmation page and bring it to the interview.
NVC 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콜센터(한국에서 거는 경우: (02) 6009-9170, 1600-8884 /
미국에서 거는 경우: 703-520-2234)나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비자 배송 주소를 등록한 후 등록확인서를 출력하여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SECURITY SCREENING (1ST FL) & CONFORMATION PAGE SUBMISSION (2ND FL)
대사관 입장(1층) 및 주소등록확인서 제출 (2층)
(After security screening on the 1st floor, please show your mailing address registration conformation page to
the staff on the 2nd floor. 1 층에서 입장 후, 2 층에서 주소등록 확인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FINGERPRINTING, OATH, AND INTERVIEW 지문 채취, 선서 및 인터뷰
(Please be seated until your name is called by the Consular Officer. 앉아계시면 영사가 호명합니다.)

IF YOUR VISA IS ISSUED: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IF ADDITIONAL PAPERWORK IS REQUIRED:

YOUR VISA WILL BE SENT BY COURIER.
비자를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YOU WILL RECEIVE A BLUE FORM
IDENTIFYING MISSING DOCUMENTS.
빠진 서류를 안내하는 파란 종이를 드립니다.

TRAVEL TO U.S. WITHIN YOUR VISA VALIDITY.
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합니다.

SEND MISSING DOCUMENTS BY COURIER OR
COME TO THE EMBASSY TO SUBMIT THEM ON
WED AT 8:30 AM. 수요일 8:30 AM에 대사관에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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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SUBMISSION (3RD FL) 서류 제출 (3층)
(Please come to the 3rd floor and be seated until your name is called by the staff. 3층으로 올라와서
앉아계시면 직원이 호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