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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신청서 작성 안내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F-1 학생 비자 및 I-20 신청 

 

F-1 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 유형이며, 미국 기관에서 풀 타임으로 학업 또는 언어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에게 발급됩니다. 풀러 신학교의 ISO (국제학생 오피스)는 지정된 학교 관계자가 승인한 3 

페이지의 공식 문서인 I-20 를 입학한 학생에게 발급합니다. I-20 를 받으면 학생은 본국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20 발급에 관한 질문은 chanyangjin@fuller.edu 로 

문의하십시오.  

 

I-20 신청서  
  

 

I-20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 지침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부정확하거나 신청서를 다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I-20 준비기간이 길어지거나 학생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I-20 는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의 학생으로 풀러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I-20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제학생 사무실 (ISO)은 학업을 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재정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I-20 신청서를 작성하여 ISO Dropbox (https://fuller.tfaforms.net/218124) 에 제출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4 개월 전에 I-20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페이지 4 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 I-20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2.5 개월 전입니다.  

⁕ I-20 처리 기간은 제출 후 2-4 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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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신청서 작성 안내  

 

중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완료하려면 이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무료 Adobe Reader 로 열어야 

합니다. 

 

⁕ Part 1-8: 여권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Part 9: 학생의 영구 주소 (본국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우체국 박스 (Post Office Box)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Part 10: 우편 주소 (I-20 를 받을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Part 11: 부양 가족의 여권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Part 12: I-20 신청서 제출 사유 (첫 입학, 신분 변경, 전학 등)를 클릭하십시오. 

⁕ Part 13: 풀러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를 선택하십시오. 

⁕ Part 14: 온라인으로 학위를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였다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몇 

유닛을 수강하셨습니까?  

⁕ Part 15: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학기를 클릭하십시오. 

⁕ Part 16: 인텐시브 과정 (단기 I-20) 을 위해 풀러에 오시는 경우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수강하려는 수업(들)의 시작날짜와 종료날짜를 기록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 Part 17: I-20 신청을 위한 재정을 계산하십시오. 

o  이민국 규정에 따라 모든 F-1 학생은 학업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수업료, 학생 수수료, 생활비, 학생 및 부양 가족 학생건강보험료 

포함). F-1 학생은 풀러의 학생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o I-20 를 발급받기 위해 F-1 학생은 1 년간의 학업을 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이후 프로그램 기간동안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Part 18: 자금 출처의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o 본인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명시된 자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영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하여 제출하십시오. 학생의 이름이 은행 잔고에 

기록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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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인이 아닌 다른 사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각 후원자 또는 

기관이 재정 후원 약정서 (Confidential Declaration of Financial Support)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o 각 후원자 및 기간이 후원 약정서에 명시된 재정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잔고를 제출해야합니다. (영어로) 

 허용 가능한 재정 서류” 

o 제출일로부터 최근 3 개원 이내에 발행된 은행 잔액 증명서 

(미국 달러로 표시하여 영어로 작성 또는 번역) 

o 공인된 은행 관계자가 서명한 공식 레터 헤드에쓴 은행 서신 

(미국 달러로 표시하여 영어로 작성 또는 번역) 

 허용되지 않는 재정 서류: 

o 세금 명세서 

o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o 퇴직금 계좌 

o 주식 

o 보험 증서 

 Part 18 의 합계는 Part 17 의 합계와 일치하거나 초과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정부 보조금, 정부 대출 또는 개인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후원자 약정서 대신 수상 편지 (Award Letter) 를 제출하십시오.  

⁕ 사인을 하시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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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신청서 작성 안내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 I-20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인 및 모든 동반 가족) 

 

• 여권 사진 페이지 복사본 

 

• 재정 서류 

 

• 후원자 재정 지원 동의서 (Confidential Declaration of Financial 

Support)- 해당되는 경우 

 

 

 

질문이 있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Matthew Jin (메튜진) 

Senio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PDSO and RO (유학생 어드바이저) 

Korean Language Programs (한국어 프로그램)  

626.584.5663 

chanyangjin@fuller.edu 

 

Hephzibah Purtee 

Senio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DSO and ARO 

626.584.5395 

hpurtee@fulle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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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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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번호 (Student Number) G 

2 성 (Family Name)  

3 이름 (First Name)  

4 생년월일 (Date of Birth)  

5 성별 (Gender)     남        여 

6  출생 도시 (City of Birth)  

7  출생 국가 (Country of Birth)  

8 국적 (Country of Citizenship)   

9 거주국 주소- Foreign Address (Permanent 

Address)  
1. 거리 (Stre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도시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주 (St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우편 번호 (Zip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국가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전화번호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우편 주소 (I-20 를 받을 주소, 해당되는 

경우 미국 우편 주소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Where you would like your I-20 

sent, U.S. mailing Address if applicable)  

1. 거리 (Stre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도시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주 (St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우편 번호 (Zip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국가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전화번호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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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1 비자 학생을 동반하는 가족 (Family Members Accompanying F-1 Visa Student) 

성 

(Family 

Name) 

이름  

(First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출생 도시 

(City of 

Birth) 

출생 국가 

(Country of 

Birth) 

국적  

(Country of 

Citizenship) 

학생과의 

관계(Relationship 

to the Applicant) 

          배우자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12 I-20 신청사유 (Reason of I-20 Request) 
1.풀러 신학교 첫 입학: ________________ 

2. 풀러 신학교 첫 입학: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필요함: ______________                        

3. 미국 내 다른 학교에서 전학:                            

    학교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다른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풀러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학위 프로그램  

14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시작하였다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강한 유닛 수: __________________  

15 시작하고자 하는 학기는 언제입니까?   

16 인텐시브 수업     인텐시브 수업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____________________ 

17 연간 비용 (아래의 “비용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비용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1. 수업료 및 수수류 (Tuition and Fees):  US$  ___________________  

2. 생활비 (Living Expenses):  US$  ___________________  

3. 배우자 생활비(Expenses for Spouse):  US$  ___________________  

4. 자녀 생활비 (Expenses for Dependents):  US$  ___________________  

총 비용 (Total Expenses):  US$  ___________________  

18 재정증명 (Funding) 

(학생의 총 재정이 연간 비용 총 비용 

금액과 일치하거나 초과해야 함) 

1. 학생 개인 재정 (Student Personal Funds) US$  ___________________  

2. 기타 후원금 (Funds from other sources):  US$  ___________________  

    - 기타 후원금 유형 (Other source type):            __________________  

총 재정 (Total Funding):  US$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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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내 이름을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함으로, 나는 풀러신학대학원에서의 내 학자금 마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위의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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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상 학비/생활비 안내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Fall 2023 – Summer 2024 

아래 금액을 사용하여 I-20 신청서의 최소 예상 비용 (Estimated Minimum Cost)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이 정보는 2024년 여름학기까지 유효하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2025 

학년도 (Fall 2024- Summer 2025)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3월 15일 이후 국제학생 오피스 (ISO)에 

연락하여 업데이트 된 금액을 문의하십시오.  

 

1 연간 수업료: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13,712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19,670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6,930 

 

2 학생 본인 연간 생활비: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35,628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35,628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2,500 

 

3 배우자 연간 생활비: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8,585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8,585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400 

 

4 자녀 1명의 연간 생활비: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11,620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11,620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300 

 

5 자녀 2명의 연간 생활비: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21,979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21,979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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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 3명의 연간 생활비: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27,414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27,414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900 

 

7 자녀 4명의 연간 생활비: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37,709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37,709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1,200 

 

8 자녀 5명의 연간 생활비: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 US $43,144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거주프로그램, 21 유닛) ......................... US $43,144 

 교차문화 신학박사 (PhD-ICT) - (단기수업, 7 유닛) ..................................... US $1,500 

 

 

생활비에는 학생 건강 보험 및 기숙사의 평균 임대료, 음식, 유틸리티, 교통수단, 파킹 및 개인/기타 

필요한 용품에 대한 예상 비용이 포함됩니다.  

 

학생과 그의 가족이 아래 유형의 기숙사를 임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스튜디오 유닛- 혼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유닛 

⁃ 스튜디오 유닛- 부부를 위한 유닛  

⁃ 침실 1 개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있는 학생을 위한 유닛 

⁃ 침실 2 개 - 배우자와 자녀 2-3명이 있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 2-3명이 있는 학생을 위한 유닛  

⁃ 침실 3 개 - 배우자와 자녀 4-5명이 있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 4-5명이 있는 학생을 위한 유닛  

 

https://www.fuller.edu/offices/osa/student-health-insurance/
https://www.fuller.edu/offices/housing/
https://www.fuller.edu/iso
mailto:iso@fuller.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 ph. 626.584.5395 • www.fuller.edu/iso • iso@fuller.edu 

 
 

재정 후원 약정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후원자가 작성하여야 함} 

1. 후원자 동의 

 

나는 풀러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를 지원할 것을 

                          학생이름 

보증합니다. 연간 총 지원 금액은 $US_______________이며  ____/ ____/ ____ 부터  ____/ ____/ ____  
                                                    (MM/DD/YYYY)                       (MM/DD/YYYY) 

지원하겠습니다.  

 

제출일로부터 최근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은행 잔액 증명서를 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로 USD 로 표시하여 영어로 작성하여 동봉하십시오.  

 

2. 후원자 정보 
    

           

기관 이름/성(Last name)         이름 First Name (Given Name)   

  

                           

이메일 주소        학생과의 관계  

 

 

3. 후원자 우편 주소 
 

                           

번지수 및 주소 (우체국 박스는 해당되지 않음)          

 

                          

주소 (Line 2) 

 

                           

도시 (City)     주 (Province or State)    우편 번호 (Postal Code)  

  

                          

국가  

 

아래에 내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나는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후원자 서명          날짜 

 
 

은행 잔고 문서와 함께 이 양식을 학생에게 보내십시오.  

http://www.fuller.edu/iso
mailto:iso@fulle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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