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절차를 위한 준비 서류들

한국이나 타국에서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비자 (학생비자 F-1 visa) 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가
필요치 않은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국이나 한국에서
I-20 form을 빠른 우편으로 받기 원하실 때에는 $62 check 이나 money order 를
보내셔야 합니다. 만일, NOBTS Self Service Account 가 있으시면 그 Account에
해당금액을 카드를 통해서 넣어놓으신 후에 학교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o

유효한 여권의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 복사본 (가족 모두)

o 혹시 현재 비자가 있으면 현재의 비자 부분 복사본 (가족 모두)
o I-94 (있을 경우) 복사본 (가족 모두)
o

현재 다른 학교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경우 그 기관의 I-20

복사본 (가족 모두)

재정 증명서

o

재정 증명서

재정 증명서가 본인 통장인 경우: 싱글인 경우는 통장 잔고 2만불 이상, 가족인 경우
2만 6천불 이상의 잔고 증명을 영문으로 (달러로 환산된 금액으로 표시) 발급받아
첨부함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불필요)
재정 증명서가 후원자의 것인 경우: 후원자의 잔고 증명을 발급받고 (잔고
금액은 위와 동일) 통장의 주인이 후원증명서 (Affidavit of Support)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싸인하고 공증을 받은후 보내야 함.
여기에 덧붙여 지원자 본인의 통장 (100 불 이상 잔고가 있어야 함)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후원자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통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재정 후원 증명서(Affidavit of Support) 는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

Affidavit of Support

Re: name
D.O.B (Date of Birth):
Application for the Master of Divinity, NOBTS

I, ____________, will sponsor ______________for his studies at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the amount of $____________ . I will pray that _______________will
be trained well as a Christian leader at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 have a bank account for __________________. I will attach the balance statement of the account for
______________.

If you have any question in this matter, you can reach me any time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Date: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

Name:
Address:

Telephone:
E-mail:

위의 서류양식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Affidavit of Support
재정 후원 증명서
Re: name (이곳에는 신청하는 학생의 이름을 적으세요)
D.O.B (Date of Birth): (생년 월일을 적으세요)
Application for the Master of Divinity, NOBTS

I, ____________(재정 후원자 이름), will sponsor ______________(학생 이름) for his studies at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the amount of $____________(후원금액) (single:$20000,
가족:$26000). I will pray that _______________(학생 이름) will be trained well as a Christian leader
at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 have a bank account for __________________(학생 이름). I will attach the balance statement of
the account for ______________(학생이름).

If you have any question in this matter, you can reach me any time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Date: (form 작성 날짜)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 (재정 후원자의 사인)

Name: (재정 후원자의 이름)
Address: (재정 후원자의 주소)

Telephone: (재정 후원자의 전화번호)
E-mail: (재정 후원자의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