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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RIVAL CHECKLIST 

출국전 확인 항목 
 

As you prepare for your upcoming international move, please use this checklist of important 
documents and items to carry with you in person (do not include these in checked luggage or in 
a household shipment). We also highly recommend that you scan these documents and have 
them stored on a computer or flash drive, as you may be emailing some of them in the future. 

고객님의  닥아오는 해외 이주 준비를 하기 위해,  중요 서류와 고객님이 소지해야 할 품목 

확인하기 위해 하기 확인사항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는 수하물 체크인이나 

가구 이삿짐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서류는 추후 이메일을 하실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스캔 하시어 컴퓨터에 저장 또는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하시길 적극 권유 

드립니다. 

 
While this is a thorough list, it is not exhaustive and some items vary depending on local 
requirements and on the needs of you and your fami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requirements from various regulatory agencies change frequently, and sometimes without 
advance notice. It is important to be as flexible and patient as possible. 

본 항목들은 빈틈없는 리스트일지라도 하나도 빠트림 없는 완벽한 리스트가 아니며 어떤 

항목들은 현지의 준수사항과 고객님의 개인과 가족의 필요에 의해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여러 관계기관의 잦은 변동으로 필수 사항들이 바뀔 수 있으며 가끔 미리 

통지 없이  의무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슴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list, please contact your Destination Services 
Consultant. 

고객님이 하기 항목들에 대해 어떤 질문이던 계시면, 고객님의 이주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QUIRED DOCUMENTS: 
o Passport and work visa 

 Passports must be valid for at least 6 months beyond the applicant’s intended 

period of stay in the U.S. 

 If your passport is less than one year old, bring your expired passport 

 The I-94 will be processed by U.S. immigration upon entry into the country. You 

will be provided instructions on how to retrieve an electronic version of your 

processed I-94. (Very Important! - See separate I-94 info sheet. Need for SS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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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권 및 노동 비자 

 여권은 반드시 미국에 체류예상기간 초과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해야 함 

 여권 발급 1년미만의 여권 소지자는  만기된 구 여권 반드시 지참 

 미 입국시  미 이민국에 의해 I-94 발급됨.  전자 I-94을 찾는 방법이 안내됨. 

( 매우 중요!- 별첨된 I-94 참고. SSN 신청양식 필요) 

o Letter of Employment / Offer letter 

o 고용 계약서/ 초청장 

o Original or certified birth certificate for each member of the family.  Adoption papers* 

o 원본 또는 가족 각각의 출생신고 증명서. 입양서* 

o Original or certified marriage license* (Translated in English is preferred)  

o 원본 또는 결혼 증명서* ( 영어 번역본 선호 ) 

o Valid home country driver’s license (an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IDP)), as proof of the 

home country address is often necessary to open bank account. IDP is strictly a translation 

of your existing license and is issued by the country that issued the original license. Must 

show IDP with current license to be valid.  

o 유효한 모국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IDP)), 모국의 집주소는 종종 

은행계좌  등록시 필요함.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유효와, 발급된 국가의 원본 

운전 면허증의 번역이 되어야 함. 국제운전면허증에 현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o Document verifying temporary U.S. address, as verification of current U.S. address is often 

necessary to open a bank account.  (A Hotel address cannot be used for opening a bank 

account and receiving a social security number by mail.) However, you may use your office 

address for both banking and social security. 

o 임시 미국내 거주 주소지의 증빙서류, 현 미국내 거주 주소는 종종 은행계좌 첫거래시 

필수. ( 호텔 주소 는 은행거래시 사용할 수 없으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우편으로 

발송 받을 수 없슴 ) 그러나 직장주소는 은행계좌  거래시와 소셜 시큐리티 발급시에 

사용 할 수 있슴. 

o Cash or cash equivalents (e.g. traveler’s checks) for the first two weeks of expenses and for 

required deposits. 

o 첫2주간 체류할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한 것들 ( 예: 여행자 수표) 그리고  입금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