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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서류에 대한 이해 

여권 

“유효한” 여권은 무엇입니까? 

“유효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귀하의 체류 기간 이후에 적어도 6 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귀하의 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또는 갱신하십시오. 

여권은 귀하의 본국에서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 

F-1 비자는 무엇입니까? 

F-1 비자는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외국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은 B-2 관광 비자로는 MidPacific Institute 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F-1 비자 신청 방법은? 

1.   귀하가 MidPacific Institute 의 입학 허가를 받고 I-20 를 수령하면, DS-160 양식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 을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십시오. 

2.   비자 수수료 및 SEVIS I-901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각각의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3.   귀하의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서의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Mid-Pacific Institute 는 취학 전의, 유치원 및 1-6 학년 학생에게 I-20 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F-1 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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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수수료 영수증 

❏ SEVIS 수수료 영수증 

❏ DS160 확인 페이지  

❏ Mid-Pacific Institute 가 발급한 I-20 (모든 정보가 귀하의 여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유효한 여권 

❏ 재정 지원 증명서(영문) 

❏ 성적 증명서(영문) 

*귀하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재정 지원 증명서에 포함되야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 은행명 

● 예금주 성명 

● 계좌 유형당좌/보통 예금 계좌 등과 같이, 학생이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이어야 하며 상호 

기금 등의 투자 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용 자금 - 계좌 잔액은 모든 교육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 자금 통화 - 가급적 미국 달러가 선호됩니다. 귀하의 은행이 영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공증된 번역 사본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공식적인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서신은 귀하의 시작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발급되야 합니다.  

 

미국에 언제 처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까? 

새로 등록된 학생(여름 학교 학생 포함)은 학기 시작 30 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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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마친 후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졸업 후에는 60 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전학을 요청하거나, 비자 체류 신분(Visa Status)을 

변경합니다. 

 

F-1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I-20 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만 하면 만료된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당신은 미국 출발하면 새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적어도 2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F-1 비자 체류 신분(Visa Status)을 유지하는 방법은? 

● 항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십시오. 

● I-20 에 명시된 데로 MidPacific Institute 에 입학하십시오. 

● I-20 에 명시된 데로 졸업하지 못할 경우, 적어도 만료 30 일 이전에 MidPacific 

Institute 의 대외 사무처를 통해 I-20 의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절차를 따르십시오. MidPacific Institute 의 대외  

       사무처에  연락하십시오. 

● 10 일 이내에 주소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십시오. 

 

F-1 비자 체류 신분(Visa Status)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귀하가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체포되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신분 

위반 시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EVIS 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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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는 무엇입니까? 

I-20 는 비이민 학생 신분을 위한 “자격 증명서”이며,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학교가 발급합니다. 

 

I-20 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 학교 비자 담당자)는 학생 정보를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라는 미국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합니다. 

 

I-20 는 모두에게 필요합니까? 

귀하가 미국에서 다른 비이민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I-20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 H, I, J, L, M, N, O, P, R, 또는 S 체류 신분의 부양 자녀는 21 번째 생일 이후에 체류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I-20 는미국 외의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귀하가 MidPacific Institute 의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학교는 입학 허가 패킷과 함께 귀하의 I-20 를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I-20 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의  F-1 비자 신청에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I-20 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귀하가 미국에 도착하면 I-20 는 귀하의 신분 확인 목적 및 법적 신분의 증명에 사용됩니다.. 

 

I-20 를 어떻게 취급해야 합니까? 

I-20 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여행 중에는 I-20 및 여권을 휴대용 가방에 항상 소지하고 

미국 입국 심사관에게 I-20 및 여권을 모두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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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여행할 경우 적어도 출발 2 주 전에 아래의 DSO 중 한 명으로부터 I-20 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Scott Siegfried 씨 -  대외 & 입학 관리처 부처장 

Stephanie Toriumi 씨 - 국제 학생 코디네이터 

Ella Browning – 입학처장 

 

I-20 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 시 I-20 를 잊은 경우 호놀루루 국제 공항에서 심문을 받고 I515A 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515A 는 임시 입국을 허가하며 귀하는 30 일 이내에 응답 하셔야 합니다. 

우선 대외 사무처의 DSO 과 상담하여 I-20 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DSO 는 I-94 

원본(아래 참조)및 I-515A 를 미국 국토안보부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I-20 를 단과대학/종합대학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1. 단과대학/종합대학에 지원할 때, MidPacific Institute 의 DSO 를  

통해 해당 단과대학/종합대학의 “전학 가능 확인서(Transfer Verification Form)”를 작성하십시오. 

2.   해당 단과대학/종합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고 귀하가 최종 입학 결정을 내린 후에는, 현재 

DSO 에게 이를 알리고 귀하의 SEVIS 기록을 귀하가 졸업 후에 해당 단과대학/종합대학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3.   귀하의 SEVIS 기록이 이전된 후, 귀하가 입학할 단과대학/종합대학은 새  

       I-20 를   발급합니다. 

*귀하가 미국 SEVIS 가 승인한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지 않을 경우, SEVIS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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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종합대학을 위한 새로운  I-20 를 취득하는 방법은? 

새 I-20 가 귀하의 자택에 우편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해당 단과대학/종합대학의 DSO 가 올바른 

주소를 파일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해당 단과대학/종합대학의 I-20 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I94 

 

I-94 는 무엇입니까? 

I-94 는 비이민자의 “입국/출국 기록”입니다. 공항에서 미국 입국 심사관은 귀하의 여권을 스캔한 후 

전자 양식의 I-94 를 만듭니다. 

 

I-94 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마다 당신이 미국을 입력 한 후, 항목의 날짜와 비자 카테고리가 올바른지 

확인 https://i94.cbp.dhs.gov/로 이동하고 I-94 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있을 경우, 입국 30 

일 이내에 (808) 628-5011 에서 호놀룰루 국제 공항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를 문의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