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또는 J-1 Visa 소지자들을 위한 일차 이민법 관련 필수 오리엔테이션  

 

F-1 또는 J-1 학생들은 수업 스케줄을 받기 전 등록 주간(intake week) 동안 CESL 이민법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는 $50.00 요금이 부과됩니다. 본 정보와 미 정부 웹사이트 

링크는 CESL 이민법 관련 페이지 http://www.cesl.arizona.edu/student-services 나 학생 핸드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 에도 추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U.S. 지역 주소: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10 일 안에 이민국에 자신의 새 주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세션 중간에 이사를 했다면 CESL 101 에 자신의 주소를 업데이트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 학습 상태: 귀하는 특정 레벨이나 수업 한두 가지를 재수강해야 할지라도 반드시 수업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속 성적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결석 횟수가 너무 많은 경우 귀하는 경고 편지/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계속해서 결석을 하면 CESL 등록이 취소되고 귀하의 I-20/DS-2019 는 종료될 

것입니다. 귀하의 I-20 가 종료되면 귀하는 반드시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런 경우 유예 기간을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여하한 이유로든 계속해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귀하는 CESL 등록을 철회하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CESL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등록 철회서를 작성하고 CESL 101 으로 가져오면 귀하의 SEVIS 

기록은 종료되고 그로부터 2 주 안에 미국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3.    귀하는 I-20/DS-2019 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CESL 에서 계속 공부하고 자신의 CESL I-20/DS-2019 를 연장: 귀하는 현 I-20/DS-2019 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CESL 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연장 I-20/DS-2019 는 세션 마지막 날짜에 마련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짜가 지나면 저희는 CESL 수강을 위한 귀하의 I-20/DS-2019 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b. 다른 학교로 편입: 귀하가 현재 등록된 수업 최종일자 전까지 새로 다닐 학교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와 서명이 된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기록을 수업 종료 후 영업일 기준으로 

2 일 후에 전달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민법 관련 기록은 수업 최종일 이전에는 공개될 수 없지만 귀하는 

이를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c. 미국에서 출국: 귀하가 일반 세션을 완료했다면 60 일(F-1) 또는 30 일(J-1) 유예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등록을 철회했거나, 등록이 취소당했거나, 퇴교당했거나, 세션 최종일 

이전에 떠날 계획이라면, 반드시 미국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I-20/DS-2019 를 연기하려면 귀하는 저희의 8 주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CESL I-20/DS-2019 의 유일한 “방학”은 5 월과 12 월입니다.   

 

 

http://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


 
 

중요 서류들은 반드시 잘 간수해야 합니다.  

1. I-20/DS-2019 와 여권은 반드시 늘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멕시코 입국에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 Tucson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주소: 553 S. Stone Ave.)   

                      CESL 에서는 귀하가 비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3. 이민법상 체류 신분 유지는 언제든지 귀하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I-20/DS-2019 가 언제 

만료되는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그에 적절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4. 해외 여행: 미국에 다시 돌아오려면 반드시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그리고 CESL 입학 담당 

부서에서 여행 허가를 위해 사인한 I-20/DS-2019 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입학 담당 부서에 

귀하의 여권과 I-20/DS-2019 를 꼭 가져가서 승인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