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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하기  
 

온라인 국제학생 입학지원서(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를 작성하십시오 – 온라인 국제학생 

입학지원서는, www.fvtc.edu/GlobalWelcom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지원서는 $100.00 의 수수료를 내야지만 처리됩니다) 
 

  

STEP 2  금액 증명하기 
 

 1. 공식 학비 내용증명 (Official Certification of Source of Funds)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공식 

학비    

   내용증명 양식은, www.fvtc.edu/GlobalWelcom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일 년 동안의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17,580.00 (U.S. 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은행 명세서 (official bank statement) 또는 금융기관에서 공증받은 서류 (notarized letter)를 

제출하십시오. 서류들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화는 반드시 미국 달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내역: 
 

 등록금       $  5,500 (1 년) *** 

 기숙사, 식사, 개인경비       $ 10,000**  

 책과 보급품      $  1,000**  

 건강보험      $    600**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    350* 

 국제 입학 수수료    $    100*  

 지원비      $     30* 

 은행 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할 최종금액  $ 17,580 
 

 

*일시불 / **예상 비용 / ***대략 일 년 동안 24 학점을 듣는 것에 상응함, 한 학기에 최소 12 학점을 수강해야 함 
 

  

STEP 3  서류 제출하기 
    

   1. 만료되지 않은 현재의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스캔 또는 우편으로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십시오. 우편은 아래에 언급된 주소로 보내고, 스캔한  

        서류들은 ISSO@fvtc.edu 로 보내시면 됩니다.   

        I-20 는 국제 입학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지원 절차 중 온라인으로 

내거나  

         서류들과 함께 수표 또는 현금을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 Fox Valley Technical College    신청 마감일: 

           Global Education & Services  
           1825 N. Bluemound Drive, P.O. Box 2277        
           Appleton, WI 54912-2277 U.S.A. 
 

    5 월 15 일             8 월 시작                         (가을학기) 

   10 월 15 일           1 월 또는 6 월에 시작       (봄 또는 여름 

학기)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들을 포함하십시오: 
 

http://www.fvtc.edu/Global
http://www.fvtc.edu/GlobalWelcome
http://www.fvtc.edu/GlobalWelcome
mailto:ISSO@fvt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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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점수 

토플 (70 점) 또는 IELTS (6)점 이상. 집중 영어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지원자들은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공식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수료증의 복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뒷면에 계속 
 

 대학 성적표 

미국 대학교가 아닌 학교의 성적표는 Education Credential Evaluators (www.ece.org) 또는 World 

Education Services (www.wes.org)를 통해 미국 자격 평가 보고서 (U.S. credential evaluation re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F-1 학생들 (F1 학생들을 위한 편입양식을 찾으려면,  

www.fvtc.edu/GlobalWelcome 을 방문하십시오) 

Step 2 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에 추가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유효한 비자의 복사본 

 발급받은 모든 I-20 양식의 복사본  

 대학교의 공식 성적표 (official copy of college transcript) 
 

 부양가족 (Dependents) 

만약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과 함께 올 계획이라면, 1 년에 가족 한 명당 $8,000 의 추가 지출이 

가능해야 하며, 이것이 재정서류들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들의 만료되지 않은 

현재의 여권 복사본들을 제출하십시오. 
 

 후원자 (Sponsor) 

I-134,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는 입학 지원자가 제 3 자(후원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양식입니다. 후원자 한 명당 양식 하나가 요구됩니다. 
 

  
 

 
 

Fox Valley Technical College 에서 우편으로 I-20 와 환영 패키지를받으면; 

STEP 1  SEVIS I-901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200 의 SEVIS I-901 비자 수수료와 지불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http://www.ice.gov/sevis/i901/ 를 방문하십시오 
 

STEP 2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으십시오 
 

 미국 대사관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으시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I-20 학생비자와 대학 입학 허가서를   

 보여주십시오. 

http://www.fvtc.edu/Global
http://www.fvtc.edu/GlobalWelcome
http://www.ice.gov/sevis/i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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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가 당신이 소유한 F-1 학생비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사관 방문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지역에 있는 EducationUSA advisor 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EducationUSA 센터를 찾기 위해  www.educationusa.info 를 방문하십시오. 

 

비자 인터뷰를 마쳤다면,  

 

1. 즉시 비자 인터뷰의 결과와 비자 도착 예정일을 이메일(ISSO@fvtc.edu)로 보내주십시오. 
 

2. 위스콘신에 도착했다면 즉시 이메일(ISSO@fvtc.edu)로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3. Appleton Campus at 1825 N. Bluemound Drive, Appleton, Global Education and Services, Room #G130 에서 

진행되는 일주일 필수 과정인 국제학생을 위한 캠퍼스와 지역 사회 오리엔테이션 (International Student 

Campus and Community Orientation Course)에 참석하십시오. 

 

     뒷면에 계속 

 

F-1 학생들은 I-20/입학 허가서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시작 날짜 30 일 이전에 도착해서는 안 됩니다. 

합격자들은 남은 자격 요건들을 모두 수료하기 전까지 Fox Valley Technical College 의 학부생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비고: 수강신청을 늦게 하거나 늦게 도착하는 학생들은 수강할 수 있는 수업들이 한정될 수 있으며,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는 무관한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제학생은 F-1 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학기에 최소 12 학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Fox Valley Technical College 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ISSO@fvtc.edu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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