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타임 집중 영어 프로그램 
집중 영어 프로그램은 초급단계에서 고급단계까지 작문,독해,문법,듣기,말하기 중심 프로그램을 한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통해 
8주동안 제공합니다. 

Option 1: 오전 수업 프로그램- 학비 USD $1,900 
수업시간 월-금 8:00-15:00 

Option 2: 저녁 수업 프로그램- 학비 USD $1,600 
수업시간 월-금 17:30-21:30 

차별화된 프로그램 

뉴욕에서 일과 학업, 그리고 성공을 위해 당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 시켜 보세요. 

세계적 명성을 지닌 헌터 대학교의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Institute (IELI) 는 두 종류의 
풀타임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전문 강사진 •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계절학기 수업 제공

• 이상적인 학급규모 • 실용적인 영어학습 제공

• 발음 교정 프로그램

• 영화, 신문 사설등을 포함한 미디어 그리고학문적
연구를 통한 흥미로운 말하기 수업과정

• 효과적 토플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전략 소개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Institute (IELI)

에서 제공하는 TESOL Certificate 프로그램

추가 비용 

레벨 테스트 – USD$25.00 등록비-$35.00 

레벨 테스트 비용과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집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ieli@hunter.cuny.edu 
학생 비자에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유학생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기기 바랍니다. 

연락처: 212-772-4208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hunter.cuny.edu/ieli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ELIat Hunter 695 Park Avenue, East Building Room E1022, New York, NY 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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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 비자정보 

학생비자 (F-1)란 무엇입니까? 

학생비자 (F-1)는 학생이 미국에서 풀 타임(주당 18시간 이상) 으로 공부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학생비자(F-1)는 미국 밖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됩니다. 학생비자(F-1)를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I-20를 Hunter College-IELI 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학생비자(F-1)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비자(F-1)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unter College-IELI에서 발행한 I-

20를 받은후, 해당 국가의 현지 미국 대사관에 F-1 비자인터뷰를 신청하고 인터뷰전 적어

도 3일전에 SEVIS fee 를 인터넷으로 결제 해야 합니다.  

미국대사관 웹사이트 http://usembassy.state.gov 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20 란 무엇인가?

I-20는 F-1 학생이 되기 위해 이민국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입니다.  이

허가서는 I-20를 발급한 학교에 풀타임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는 증거입니다.  

학교는 비자를 발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I-20를 받을 수 있나요? 

국제학생 사무실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입학신청서, 등록금납부영수증, 재정서류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처리되며, 입학허가서 패키지는 우편으로 

전송됩니다. 우편요금 $65를 납부해야하며, USPS를 통해 입학허가서 패키지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2주 이내에 도착합니다. 

언제 입학을위한 서류를 보내야 합니까? 

입학 신청서에서 서류접수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usembassy.state.gov/


서류접수 마감일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국제학생 사무실 

ieliss@hunter.cuny.edu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20를 받기위해 어떤서류를 보내야 합니까?

I-20 신청서 2-3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nline 입학 신청서

•재정보증인이 있을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form), 소득증명

(proof of income)

• 학생 본인 혹은 재정보증인의 원본은행 잔고증명서 (은행의 도장이나 서명)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복사본

• USPS 특급 우편 배송료 $65 (필요시)

전학(Transfer)에 필요한 서류 

• Online 입학 신청서

•재정보증인이 있을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form), 소득증명

(proof of income)

• 학생 본인 혹은 재정보증인의 원본은행 잔고증명서 (은행의 도장이나 서명)

• 수업료 영수증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복사본

• F-1비자 복사본

• I-94 (미국 도착 기록)

• 전학 가능 확인서(Transfer Verification Form)

이전 학교에서 작성

• 미국에서 등록했던 모든학교 I- 20 복사본

• 전학확인증 (Transfer Verification Form) (이전학교의 확인필요)

비자를 받기 위한 재정서류잔액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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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2,500을 제시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와 소득증명 

(proof of income)을 원본은행잔고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잔고증명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22,500 잔고

(2) 보증인이름, 은행 어카운트 종류

(3) 영어로 작성(또는 공증 번역 첨부) 되어야 합니다

(4) 은행도장 또는 서명.

서류접수 마감기한이 있습니까? 

입학 신청서에서 서류접수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마감일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국제학생 

사무실에ieliss@hunter.cuny.edu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을 보내거나 문서를 팩스로 보낼수 있습니까? 

모든 양식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팩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I-20에 있는 수업 시작 3주전에 학교에 미국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까? 

새학기가 시작되기 3주전에 테스트 및 수강신청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하기 3주전에 학교에 통보 하는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국제학생 사무실에 

I-20와 여권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며 또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F-1 비자 취득후 언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까?

I-20 에 있는 수업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mailto:ieliss@hunter.cuny.edu


I-20에 있는 수업시작날짜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I-20에 있는 수업시작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국제학생 사무실에 연락 해야합니다. 

국제학생 사무실은 검토후에 가능하다면 입국날짜의 연장을 승인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국날짜는 수업 시작후 일주일이상 연장할수 없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수업시작 학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선택한 학기 수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시작일 변경이 2번까지 

허용됩니다.학교에서 받은 원본 I- 20를 학교에 반납하고 새학기 시작날짜를 요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학생 비자가 거부되면 수업료 환불을 1년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I-20를 

발급받아서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려면, 원본I-20를 

학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수업료 환불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환불 처리는 6-8주가 소요됩니다. 수표로 지불한 금액은 지불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지불인의 서면요청에 의해 수표 수취인이나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불수표는 일반 항공우편으로 (3-4주)전송됩니다. 신용카드로 학비를 지불한 

경우 수업료 환불은 약 2~4주 후에 신용카드로 직접 입금됩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 동반할 수 있나요? 

F-2 (Dependent) 가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가로 가족1인당 $8,000 이 은행 잔고와 

재정 보증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F-2(Dependent) 가족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직접 국제학생 사무실 또는 이 

이메일로ieliss@hunter.cuny.edu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ailto:ieliss@hunter.cuny.edu


 

B-1 / B-2 Visa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B-1/B-2 신분으로 있는 경우, 미국에서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미국 내에 B-1/B-2 신분으로 있는 경우, Hunter College,IELI에서 영어를 풀타임으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USCIS)을 통해 F-1 학생신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가 학생 신분 변경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권을 

가지고 국제학생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요청할때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며, 변호사는 반드시 본인이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편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요청할때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Hunter College, IELI 국제학생 담당자는 신분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서류를 

검토하는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권을 가지고 국제학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 됩니다. 

 

신분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Hunter College,IELI 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변경승인을 받을때까지 B-1/B-2신분 소지자는 수업을 시작할수 없습니다. 

 

기타 비자 
 



J-1, H-1 등의 신분으로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F-1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J-1, H-1 등의 신분으로 있는 경우, Hunter College,IELI 에서 영어를 풀타임으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USCIS)을 통해 F-1 학생신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가 학생 신분 변경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권과 

신분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국제학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요청할때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Hunter College, IELI 국제학생 담당자는 신분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서류를 

검토하는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권과 신분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국제학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 됩니다. 

 

신분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Hunter College,IELI 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변경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J-1,H-1등의 신분소지자는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제학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학(Transfer) 학생 정보  

 

어떻게 전학 서류를 Hunter College,IELI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합니까? 

Hunter College,IELI로 전학하려면 이전에 등록한 학교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후에 전학을 위해 Hunter College,IELI에 I-20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 학생 I-20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위에 있는 ‘전학(Transfer)에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세요.  

재정서류는 복사본을 보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까? 

재정서류는 우편이나 직접방문, 이메일을 통해 원본 문서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Hunter College, IELI 에 전학할 수 있습니까? 

전학자격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학생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전학 학생 I- 20를 받고 유학생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정보 

인터넷 액세스가 Hunter College 학생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모든 학생들은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한이후에 인터넷(Wi-

Fi)로그인과 암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미국밖 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유학생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unter College, IELI는 건강보험을 제공합니까? 



Hunter College, IELI는 학교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은 학교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만약을 대비해 타 

보험을 들기를 권유합니다. 

 

Hunter College 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혹은 숙박 시설이 있습니까? 

IELI는 기숙사나 숙박 시설을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숙박시설을 찾아야합니다. 

 

언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새학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입학 사무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입학 사무처에서 반드시 시험 스케줄을 

먼저잡아야 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등록의 필수 사항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F-

1학생신분 및 이민법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될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