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 195NCK (10-19)

안전한 신분증 발급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펜실베니아 주는 PA 운전 면허증, 연습 면허증 및 / 또는 신분증 (ID)을 신청하거나 
펜실베니아주 외 운전 면허증을 전환하는 비 미국 시민권자에게 다음 원본 문서를 요구합니다. 펜실베니아 법에 따라 최소 1 년의 법적 체류 
기간이 필요합니다. PennDOT 는 체류 기간 문서 (일반적으로 I-94)와 국토안보부 (DHS)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분증의 만료 날짜를 결정합니다. 
PennDOT 는 DHS 와 전자적으로 이민 서류를 확인합니다. 본 확인 작업은 방문 당일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완료하는 데 최대 6 주가 소요될 
수 있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신청을 계획     할 때 본 소요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비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연령 조건
-      운전 면허증, 연습 면허증, 신분증 신청자는 최소 16 세 이상, 비상업적 운전 면허증 및 / 또는 비상업적 연습 면허증 전환일 경우에는 16 

½세 이상.
- 펜실베니아주 외에서 발급된 연습 면허증일 경우 펜실베니아로 이전 불가.
- 상업용 운전 면허증 전환을 신청하는 개인은 주내(州內) 운전의 경우 18 세 이상, 주간(州間) 운전의 경우 21 세 이상.
- 신분증 (ID)을 신청하려는 개인은 최소 10 세 이상.

18 세 이상 신청인의 거주 증명 서류 목록
-    세금 납부 기록
- 임대 계약서
- 부동산 담보 대출(Mortgage) 서류
- W-2 양식
- 현재 공공 요금 고지서(수도, 가스, 전기, 케이블 등)
 참고 -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이름이 기재된 청구서가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거주지 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한 가지 증거는 운	

	 전 면허 센터에 귀하가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운전 면허증 또는 사진이 담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 또한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식 우편 (은행 명세서, 세금 통지, 잡지 등)과 같은 두번째 거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소는 귀하가 거주하는 사람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
모든 서류는 동일한 이름 및 / 또는 생년월일 또는 서류상의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모든 이민 서류는 신청인의 현재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상태 변경, 고용 허가 또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I-797 영수증은 검토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USCIS 에서 보류중인 조치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지만 모든 I-797 영수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서류 사본 또는 친척 청원 등).
I-94 보유자 – 귀하의 I-94 는 DHS 직원의 도장을 받거나, 적절한 DHS 기관이 발행하거나, 세관국경보호국 웹사이트 www.CBP.gov/i94 에서 
인쇄해야 합니다.

사실	시트 
비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신분 및 법적 체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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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서는 신청 당시 유효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 보장 카드
 2 개의 거주 증명서
 다음 중 하나:
 • I-551 영주권 카드 (그린 카드)
 • I-551 도장이 찍힌 여권
 • 기계 판독 가능 이민 비자
 • 재입국 허가 I-327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난민 지위를 나타내는 이민 서류 (I-94)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난민 여행 문서 I-571
 • 접수 및 배치 보증 양식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문서의 만료 날짜는 난민 지위 상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DHS / USCIS 의 승인과 같은 망명 상태를 나타내는 이민 서류, 망명을 인정하는 가장 최근의 법원 명령, DHS 에서 발행한 I-94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난민 여행 문서 I-571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문서의 만료 날짜는 망명 지위 상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퇴거 절차 문서를 포함한 행정 망명 영수증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사진이 첨부된 신청인의 본국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퇴거 보류를 허용하는 이민 판사의 명령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이민상태 필요	서류신청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모든 신청자는 현재 상태 또는 신청
자 상태를 나타내는 적절한 국토안보
부 (DHS),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 또는 기타 미국 정부 문서를 제
시해야합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 (거주 외국인)

난민

망명인

망명 신청자

추방 또는 퇴거 보류가 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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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상태를 나타내는 I-94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 사진이 첨부된 신청인의 본국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상태를 나타내는 I-94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상태를 나타내는 I-94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prima facie" 케이스를 명시한 I-797 영수증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 사진이 첨부된 신청인의 대사관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에 대한 I-360 청원서의 I-797 영수증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혹은 사진이 첨부된 신청인의 대사관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
 • 난민 정착 사무소에서 발행한 해제 확인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I-821 및 I-765 의 연장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I-797 영수증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혹은 사진이 첨부된 신청인의 대사관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
 난민 정착 사무소에서 발행한 해제 확인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I-765 의 연장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I-797 영수증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참고 : 연방 기록부 또는 공식 USCIS 웹 사이트에 발표가 있을 경우 문서의 만료가 곧 상태의 상실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쿠바 / 아이티 입국인

가석방

조건부 입국인

학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자력 영주
권 신청자; 학대 아동의 자력 영주권 신
청 부모, 혹은 자력 영주권을  신청한 학
대 배우자의 자녀, 자력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신청자

특별 이민 청소년

임시 보호 상태

강제 출국 연기(DED)가 허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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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 판사의 명령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이 제출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연기 조치가 승인된 I-94, 국토안보부 연기 조치 통지서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감독 명령서 (I-220B)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 판사의 명령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I-797 영수증 통지, 생체 인증 통지, 면접 통지, 이민 법원 명령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민 서류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 법원 절차상 신청인의 여권이 이민당국에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변호사 또는 공인된 이민항소위원회(BIA) 담당자가 인증한 서류 사본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개인 청문 통지 또는 BIA 접수 신청서와 같이 개인이 퇴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민 서류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 참고 : NACARA (EAD 범주 코드 C10) 하의 개인은 I-881 또는 EOIR-42B 영수증 통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상태 필요	서류신청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족 재결합이 승인된 사람

DACA

연기 조치 상태가 승인된 사람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

자발적 출국 연장이 승인된 사람

신분 조정 신청인

퇴거 또는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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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체류를 승인한 이민 판사의 명령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 판사의 명령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EAD) 카드 I-766
 • 유효한 여권

 유효한 여권
 I-94
 비자
 미군의 배치 명령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신청인이 PA 연습 면허증, PA 운전 면허증 또는 PA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국무부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불가능 – 상태 "A"
인 개인은 국무부 
발급 운전면허증 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 외국군 
관계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A- 2 에게 
발행 불가. 신청인은 
배치명령서
제출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출국 체류가 승인된 사람

자발적 출국이 승인된 사람

A-1
대사, 공무원,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 
및 부양 가족

A-2
기타 외국 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 및 부
양 가족

A-3
A-1 및 A-2 비이민자의 수행인, 비서 또
는 개인 직원 및 A-3 의 부양 가족

B-1
사업 방문자

B-2
여행 방문자(관광객)

C-1
미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C-2
유엔 본부로 가는 외국인. 뉴욕 
콜럼버스 서클의 반경 25 마일로 여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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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I-20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OPT 일자가 게재된 I-20
 OPT 시간 게재를 위한 고용 승인 (EAD) 카드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F-2 의 I-20; F-1 의 I-20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신청인이 PA 연습 면허증, PA 운전 면허증 또는 PA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국무부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이민상태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C-3
U.N.에 부임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 
미국을 경유하는 공무원의 자녀, 수행인, 
비서 또는 개인 직원

D-1
외국인 승무원

E-1
무역인 및 부양 가족

E-2
투자자 및 부양 가족

E-3
호주 전문 직업 근로자 및 부양 가족

F-1
외국인 유학생

F-1 w/OPT
선택적 실습 교육 (OPT)이 있는 외국인 유
학생

F-2
F-1 의 부양 가족

G-1
국제기구의 외국 정부 대표,
직원 및 부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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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신청인이 PA 연습 면허증, PA 운전 면허증 또는 PA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국무부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신청인이 PA 연습 면허증, PA 운전 면허증 또는 PA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국무부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신청인이 PA 연습 면허증, PA 운전 면허증 또는 PA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국무부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신청인이 PA 연습 면허증, PA 운전 면허증 또는 PA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국무부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G-2
국제기구의 외국 회원 정부의 임시 
대표자 및 부양 가족

G-3
국제기구의 비인정 또는 비회원 정부의 
대표자 및 부양 가족

G-4
인정된 국제기구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부양 가족

G-5
G-1, G-2, G-3 또는 G-
4 의 수행인, 비서 또는 개인
직원 및 부양 가족

H-1b, H-1c, H-2a, H-2b, H-
2r, 및 H-3 임시 노동자

H-4
H 등급 신청자의 부양 가족

I
외국 정보 매체 대표 및 부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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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DS-2019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J-1 의 DS-2019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유효한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유효한 I-94
 비자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증명하는 K-1 의 결혼 증명서
 K-1 의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유효한 I-94
 비자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유효한 I-94
 비자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증명하는 K-3 의 결혼 증명서
 K-3 의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J-1
교환 방문자 (학생, 연수생, 직장
/ 여행, au pair 등)

J-2
J-1 교환 방문자의 부양 가족

K-1
미국 시민의 약혼자 (90 일 이내에 
혼인이 이루어져야 함)

K-2
K-1 의 부양 가족

K-3
미국 시민의 배우자

K-4
K-3 의 21 세미만인 미혼 자녀

L-1a
회사 내 양수인 (관리자 또는 임원)
L-1b
전문 지식을 지닌 회사 내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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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L-1 주 신청자의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초대 여행 명령서 (ITO) 또는 PennDOT 에서 결정한 기타 공식 증거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O-1 혹은 O-2 주 신청자의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L-2
L-1a 또는 L-1b 의 부양 가족

M-1
비 교육기관 학생

M-2
비 학문분야 학생의 부양 가족

NATO 1-7
북미조약기구 대표자와 부양 가족

N-8
특수 이민자 (G-4  분류에 따라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국제기구의 전직 직원 
및 특정 부양 가족)

N-9
N-8 과 다른 부양 가족

O-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육상, 예술, 
영화 또는 TV 산업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O-2
O-1 주 신청자의 예술 공연 또는 
경기력을 도와주는 외국인

O-3
O-1 및 O-2 주 신청자의 부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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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P-1, P-2 혹은 P-3 주 신청자의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사회 보장 카드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P-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팀의 일부로 참가하는 
선수 또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적 인정을 받은 그룹에 속한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지원 
인력 포함)
P-2
예술가 또는 연예인과의 임시 교류에 
종사하는 미국과 외국 단체 간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 
아티스트 또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
필수 지원 인력 포함)
P-3
개인 또는 그룹 예술가 또는 연예인 
및 공연에 필수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독특한 상업 또는 비상업적 
프로그램에서 공연, 교육 또는 
코치하는 동반 외국인(필수 지원 인력 
포함)

P-4
P-1, P-2 및 P-3 의 부양 가족

Q-1
국제 문화 교류 방문자 (부양 가족을 위
한 파생 분류 없음)
Q-2
Walsh 교육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
일랜드 참가자

Q-3
Q-2 의 부양 가족

R-1
성직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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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R-1 주 신청자의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I-94
 2 개의 거주 증명서
 다음 중 하나:
 • 고용 허가 카드
 • 유효한 여권

 유효한 여권
 I-797 영수증 또는 I-94 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민 서류
 I-94
 비자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사회 보장 카드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사회 보장 카드
 체류 서류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6 개월 미만) 상태 연장 신청이 제출 되었음을 나타내는 I-797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캐나다 시민권자는 불필요)
 2 개의 거주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I-797 영수증, I-94 또는 카테고리 (A)(19)에 따른 고용 카드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민 서류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문서 I-6886 또는 I-766
 • 사진이 첨부된 신청인의 본국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사회 보장 카드, 또는 SSN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SSA 의 서신
 2 개의 거주 증명서
 I-797 영수증, I-94 또는 카테고리 (A)(19)에 따른 고용 카드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민 서류
 다음 중 하나:
 • 고용 승인 문서 I-6886 또는 I-766
 • 사진이 첨부된 신청인의 본국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
 • 유효하거나 만료된 여권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R-2
R-1 의 부양 가족

T-1
인신 매매 피해자

T-2, T-3, T-4, T-5 및 T-6
T 비자 피해자의 가족

TN-1
NAFTA 전문 인력 (캐나다)

TN-2
NAFTA 전문 인력 (멕시코)

TD
NAFTA 전문 인력의 부양 가족

U-1

U-2, U-3, U-4, and U-5
U 비자 피해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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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I-94
 비자
 합법적 영주권자와의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는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영주 증명서
 2 개의 거주 증명서

 유효한 여권
 I-94
 비자
 합법적 영주권자와의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는 V-1 의 결혼 증명서
 V-1 배우자의 영주 증명서
 2 개의 거주 증명서

이민상태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서류

가능

가능

불가능

V-1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V-2, V-3
V-1 의 21 세 미만 미혼 자녀

WB, WT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하의 방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