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일반 정보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미국으로 이민을 오며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인정되는 경우, $165의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요금 지불을 위해서는
미국이민국 전자 이민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캐나다 및 멕시코 포함)으로부터 이민 비자 패킷을 받은 후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요금을 지불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지불할 경우 귀하의 영주권자 카드(통상 그린 카드로 지칭)를
지체 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은 무엇인가요?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은 $165입니다. 귀하가 미국에 도착하시면
미국이민국은 이 요금을 사용하여 귀하의 이민 비자 패킷을 처리합니다.
또한 이 요금은 미국이민국에서 귀하의 그린 카드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커버합니다.
참고 사항: 국무부(DOS)와 미국이민국에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민 비자 신청 요금은 국무부에 그리고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165)은 미국이민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1.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약속된 모임에 참석합니다

2.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 지불
• www.uscis.gov/file-online 로 가서 미국이민국 온라인
제출 자원을 살펴보십시오.
• “Log in(로그인)” 을 선택하십시오.
• 다음은 “USCIS Immigrant Fee(미국이민국 이민 요금)” 를선택
하십시오.
•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 유인물 상단에 표시된 귀하의 외국인 등록번
호와 국무부 케이스 ID를 입력하십시오. 다른 식구들을 위해지불하
는 경우, 그들의 외국인 등록 번호와 국무부 케이스 ID를추가하시면
됩니다.
• 유효한 신용카드(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Card), 직불 카드 또는 미국 은행 당좌예금 계좌 정보(계
좌번호 및 은행 식별번호)를 제공하십시오.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스스로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요금을 지불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구, 친구,
고용주, 변호사 또는 인가 대리인.
귀하가 미국에 도착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의 지불 방법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개인적인 이민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를
귀하의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1. 귀하의 이민 비자 패킷을 소지하고 미국 입국항에 도착

• 유인물을 상단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그린 카드 수령 (I-551 양식)

° 외국인 등록 번호 (글자 “A”로 시작하여 8 또는 9개의 숫자로
이어짐. 예를 들면: “A0123456789” ); 그리고
° 국무부 케이스 ID (세 글자로 시작하여 9 또는 10개 숫자로
이어짐. 예를 들면: “ABC1234567890” )
참고 사항: 다양성 비자(DV) 이민자들의 경우, 국무부 케이스 ID
는 4개의 숫자에 이어서 2개의 문자 그리고 5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234XY12345.”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귀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 귀하가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이민국은 귀하가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민 비자 인터뷰 시에 국무부에
또는 미국 입국 시에 관세국경보호국에 제공한 주소로 그린 카드를
우송합니다.
• 미국이민국에 귀하가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요금 지불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밀봉된 귀하의 이민 비자 패킷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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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오기 전에 요금을 지불하였으며 미국 입국 후 120일 이내에
그린 카드를 받지 못하신 경우, https://egov.uscis.gov/cris/
contactus 에서 온라인 도움 양식을 통해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
근사무소와 InfoPass 약속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InfoPass 약속
을정하려면, https://infopass.uscis.gov 으로 가십시오.
미국에 도착한 후에 다른 미국 주소로 이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그린 카드를, 귀하가 귀하의 이민 비자 인터뷰
시에 국무부에 또는 미국 입국 시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제공한
미국 우송 주소로만 우송해드립니다 미국 입국 직후 다른 미국
주소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귀하의 카드가 새 집으로 배달되도록
하기 위해 그 주소를 관세국경보호국(CBP) 관리에게 제공하십시오.
• 미국 내에 도착한 후 이사하실 경우, www.uscis.gov/
addresschange 를 방문하거나 1-800-375-5283번의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여 귀하의 변경 주소를 미국이민국에
알려주십시오. 또한 인국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www.usps.com/umove 에서 온라인으로 귀하의 변경
주소를 미국우정청에 알려주시도록 권장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실 수 없었던 경우,
미국 입국 후에 이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에 귀하가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요금 지불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참고 사항: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기 까지는 그린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금을 지불해야만 하는지 또는 요금 지불을 면제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무부에서 귀하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하였으며 귀하가 미국 입국을
신처하시는 경우, 면제를 받지 않은 한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이 요금 지불을 면제 받은 경우 국무부에게
귀하에서 통지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이민자들은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 지불을 면제
받습니다:
• 고아 또는 헤이그 입양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미국으로 입국하는 아동
•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이민자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 지불에 대한 안내

• 돌아오는 거주자(SB-1s) 그리고

1. 누구든지 귀하를 대신하여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사, 인가 대리인, 식구, 친구 및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2. A-번호. 귀하의 외국인 등록 번호가 9 자리 미만인 경우, “A” 와
첫번째 숫자 사이에 영을 삽입하여 9자리 숫자로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A12345678” 은 “A012345678” 이 됩니다.

귀하가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지불하시기 전에는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그린 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요금이 지불되면,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납부를 처리하고 귀하에게 그린 카드를 발급할 것입니다.

3. 요금을 지불하는 동안 컴튜터에서 이동하기. 마십시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뒤로 이동하려면 시스템 내의
이동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4. 납부금 제출. 귀하가 지불하는 각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에 대해
“Submit Payment(납부금 제출)” 버튼을 한번만 클릭하십시오.
버튼을 한번 이상 클릭하면, 요금이 여러 번 지불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지불만 가능.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은 납부금을 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6. 귀하의 기록용으로 사본을 인쇄하십시오. 귀하의 기록용으로 요금
거래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을 한 부 인쇄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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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

미국 내에 도착하신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귀하의 입국을
확인하는 스탬프를 귀하의 여권에 받게 됩니다. 이 스탬프는 1년 간
유효합니다. 이 스탬프가 만료되면,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의 증거로 그린
카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 문의
미국이민국 이민 요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uscis.gov/ImmigrantFee 및 www.uscis.gov/file-online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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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본 안내서에 언급된 주요 미국이민국 양식

양식 #

영주권자 카드

I-551

본 안내서에 언급된 주요
미국이민국 웹사이트

웹사이트 링크

미국이민국 전자 이민 시스템

www.uscis.gov/uscis-elis

InfoPass

https://infopass.uscis.gov

본 안내서에 언급된 주요
미국이민국 전화번호

전화번호

미국이민국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

(800) 375-5283

청각장애자 TDD 고객 서비스

(800) 767-1833

기타 미국 정부 서비스 - 클릭하거나 전화하십시오
일반 정보

www.usa.gov

새로운 이민자

www.welcometoUSA .gov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www.ice.gov

미국 관세국경보호국

www.cbp.gov

미국 국무부

www.state.gov

미국 우정공사

www.usps.gov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일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신청서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도
www.uscis.gov 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십시오.
원하시는 사항을 찾으실 수 없는 경우, https://egov.uscis.gov/
cris/contactus 에서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면책성명: 본 안내서에는 이민국의 규칙 및 절차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법규에 대해서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민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의 모든 면을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면허 변호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대리인의 변호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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