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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요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3&query=%EB%AF%B8%EA%B5%AD%20%EB%8C%80%ED%95%99%EA%B5%90%20&from=image&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14&ie=utf8&a_q=&n_q=&o_q=&img_id=blog32434973%7C12%7C110106192655_1&face=0&color=0&ccl=0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3&query=%EB%AF%B8%EA%B5%AD%20%EB%8C%80%ED%95%99%EA%B5%90%20&from=image&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14&ie=utf8&a_q=&n_q=&o_q=&img_id=blog32434973%7C12%7C110106192655_1&face=0&color=0&ccl=0


미국에 관한 상식 – 지역 
USA = United States of America (총 50개 주로 구성) 

수도: 

Washington DC 



미국에 관한 상식 – 기본 정보 

 수     도: 워싱턴 D.C (Washington D.C) 

 인     구:  약 3 억5500만명 

 면     적:  9,518,323km2(남한크기의 약 96 배 /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면적) 

 민족구성: 백인(80%), 흑인(13.4%), 히스패닉(15.1%), 아·태계(4.4%),인디언(1%) 

 종      교: 개신교 (52%), 카톨릭 (24%), 기타 (24%) 

 주요도시: 뉴욕, 보스턴,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씨애틀 등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캘리포니아  

 인구가 가장 적은 주: 와이오밍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 프로야구 MLB (9월 최고 시즌)  

  - 프로 농구 NBA (11~6월 시즌) 

  - 아메리칸 풋볼 NFL (9~12월 시즌, 1월 로즈볼 빅게임) 



미국에 관한 상식 – 국경일/비즈니스 아워 

■ 국경일   

 

 

   

 

 

 
 

■ 비즈니스 아워   

 

 

 

 

 

 

1월 1일 New Year’s Day  1월 세째주 월 Martin Luther Kin’s Birthday 

2월 세째주 월요일 President’s Day 5월 마지막 월 Memorial Day 

7월 4일 Independence Day 9월 첫째주 월 Labor Day 

10월 둘째주 월요일 Columbus Day 11월 둘째주 월 Veterans Day 

11월 네째주 목요일 Thanksgiving Day 12월 25일 Christmas Day  

- 관공서 월~금요일 09:00~17:00   - 은  행   월~금요일 09:00~18:00 

- 기업    월~금요일 08:00~17:00 - 백화점 월~토요일 10:00~18:00 

- 상점    월~토요일 10:00~18:00 



미국에 관한 상식 – 기후 

태평양 연안 지역: 
기온차가 적고,  

겨울에 비가 많은 편 

내륙 사막지역: 
일교차/연교차 

 심하여, 덥고 추움  

록키 산맥 주변 산악지대: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음 

 
오대호 지역: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심함 

 

남부 지역: 
강수량이 많으며, 

매우 습함 

 
 

동해안 지역: 
덥고 습한 여름, 

추운 겨울 

 
 



미국에 관한 상식 – 시차 
 

■ 미국의 표준시 : 태평양(Pacific), 산악(Mountain), 중부(Central), 동부(Eastern),  

                         대서양(Atlantic), 하와이, 알래스카 

 
 
 
 
 
 
 
 
  
■ EST – Eastern Standard Time 의 약자로 동부시간을 표현함 
             EST 9PM = 동부 시간기준 오후 9시. 
 
 ■ PST – Pacific Standard Time 의 약자로 서부시간을 표현함 
              PST 9PM = 서부 시간기준 오후 9시.  
 
 ■ 썸머타임 (Daylight Saving Time )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며 1시간씩 빨라짐. 
    여름철에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제도로 새벽 2시부터 적용되므로 
    집에서 사용하는 시계를 변경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됨   
 

▶ 태평양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한국과 -17시간 차이) 

▶ 산   악 덴버, 피닉스, 솔트레이크 시티 (한국과 -16시간 차이) 

▶ 중   부 시카고, 달라스, 뉴욜리온즈 (한국과 -15시간 차이)  

▶ 동   부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한국과 -14시간 차이) 



미국에 관한 상식 – 화폐 / 대중 교통 

■ 화폐 
■ 대중교통 
     - 택시 
     - 버스  
     - 지하철 
       택시 이용은 비싸므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하며, 이동 거리에    
       따라 차비가 다르며, 시간대별 및 요일별  
       운행시간이 다르므로 Timetable준비 필수 

 
■ 장거리 여행  
     - Amtrak (기차)  
      
     - Greyhound (버스) 



미국에 관한 상식 – 주소체계/전입 

■ 전압  
     110 볼트 플러그 준비  
     

     한국에서 준비해가는  
     노트북, 전자 사전, 드라이기 등 

     전기제품이 110 볼트 호환 가능  

     제품인지 구입처에 사전 확인 필수!  

■ 주소 체계 
 10995 Le Conte Avenue, Los Angeles, CA, 90024-2883 USA 

  ▪ 번지(Number): 10995 

  ▪ 도로(Street): Le Conte Avenue  

  ▪ 도시(City, Town): LA 

  ▪ 우편번호 (Zip code): 90024-2883 

  ▪ 주(State): CA (California 의 약자)  
 

■ 도로 설명  
   ▪ Street: 일반 도로, 이름 없이 1st Street로 표시 함 

   ▪ Avenue: Street 와 동일 

     (Street은 북/남, Avenue는 동/서 로 많이 사용됨) 

   ▪ Lane: 비교적 좁은 도로 

   ▪ Road: 변두리나 시외에 있는 도로  

   ▪ Drive: 산속 도로처럼 굴곡지고 경치가 좋은 도로                    

   ▪ Expressway: 넓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 Boulevard (Blvd.): 도시내의 큰 도로  

http://shopping.naver.com/go.nhn?nv_mid=5758285362&bridge=Y&mall_id=11st&mall_pid=169649350&cat_id=07110604&refer=search&type=search&opt=010201&ctype=1&link_type=cpc_1&v=dI/e6zysJ6pGx6J5m+BTpoGvsG8mD+KnDB6NrVdGJtoJIa0nRG60ex12eYbeDQRi9NJm2Sa98i7ekqKSNccuMA==&arg0=%C6%C4%BF%F6+%BA%AF%C8%AF+%C4%DA%B3%D8%C5%CD(220V+-&gt;+110V)+%C0%FC%B1%E2+%C0%FC%BF%F8+%BA%AF%C8%AF&w=nwZVx4a6TUsFP4kv/m/eR3ZJfLj9NHCwnUNeMopB3Y8oKZd9EWDzFhFRZZrixaj24D2avFtViGQ+S4Ra5ciDtVvZLLrfy9DySm+UvouaJm8+TUrhJVu/ArLEZMwgWrYkwvaxFajipT3dASuIqLlkSvkUj75zhfSMCjoMTlmrjxQ3ZgtrArIAjot0pwX9/7BITIesF/yskttWoJamGjDYESvRQEnZxLHQobbrCkgQ1mQBH5eAC92uyW/UPXASsJuALJnIjSXYUnx8EoH+ETTT3ibMIYqg/YSrg6obnAJIfV43BMXA1vmWLdiAVQxfq9noY/mUDlKiYe76Qy1NtXAkdpGczOM+dELFHxCOCNfysN48NHyFNePMAH0bRtlSaIS5amtUSnC5ABxUYuX0en36IffJoslEeFhx5sZ/2RybfAhx+GGU59/xVxB8UaeP3PxBh76U/zLnkPjnnjKDEFs1XfuULwuMPebHbdfypbennNDYp2sArsbFIIQez/rNeg1z


미국에 관한 상식 – 의료 혜택 

 미국은 자국민을 위한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없음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사설 보험을 가입  

 외국인 유학생들은 개별 의료 보험 필수 (출국 전 해외 유학생 보험 준비) 
   

    ■ 병원 이용하기 

▪ 개인 병원(Medical Clinic) 에서 일반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종합 병원 (General Hospital)은 개인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병이나, 입원환자 진료 등 응급이 아니면 이용불가 (구급차 ☎ 911)  

▪ 약 구입 시 의사의 처방전 (Prescription) 필수  

   - 간단한 두통약, 소화제 등은 약국에서 간편히 구입 가능 

▪ 의료비 매우 비쌈: 초진비 약 $60 이상 

 



출국 준비  



출입국시 필수 서류 – 학생비자 (F-1)   

여권 최소 6개월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함 
여권 분실을 대비하여 여권용 사진 3매 준비  

비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사증  

입학허가서 I-20 원본 

면역확인서 학교에서 요구시에만 준비, 출국 전 병원에서 발급 

숙박확인서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입실 일, 방법, 주소 등 확인 

공항마중 
확인서 

도착 시간, 편수 등 사전 확인 

항공권 행선지, 영문 이름, 도착 시간 확인  

그외 서류 그외 학교에 별도 제출 서류, 학비 내역서 등 준비 

※  모든 서류 영문이름 철자 확인 



 여권  

사진 

※ 주의사항 

- 출국 전 유효 기간 확인 

- 파손 주의  

  찢어지거나 젖지 않도록 

-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 주의 

  분실시 현지 영사관에서 신청 

-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것! 

   

▶미국은 무비자 협정에 따라  

전자여권 소지 시 90일까지 여행 가능 



 학생 비자 (F-1) 

① 비자발급도시 

② 신청자 이름 

③ 여권번호 

④ M: 복수 입국 가능. 
   (숫자인 경우, 숫자 횟수 만큼   
   입국 가능) 

⑤ SEVIS번호 / 

   등록학교 이름  및 주소 

⑥ 비자발급/만료일 

⑦ 비자종류 



 입학허가서 (I-20) 
SEVIS 학생 번호 

신
청
자 

학
교 

미국 외 여행 시,  
반드시 학교  

담당자 사인 필요 학교 코멘트 



 SEVIS FEE 납부 영수증 
인터넷으로 납부: 

https://www.fmjfee.com/i901fee/ 

- 신용카드 결제 

- 비용 결제 후, 영수증 출력 

비자 타입 

지원자 영문이름 

지원자 SEVIS Fee  
납부 정보 

영수증  
번호 

영수증  
수신주소 

https://www.fmjfee.com/i901fee/


 면역 검사 (Immunization) 
- 대학입학 시 면역검사 기록 없이는   수

업 신청이 불가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모든 주에서 요구하지는 않음) 

   ■ 준비방법:  

-  학교의 지정 양식으로 준비 (필수아님) 

-   기존 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지정 양식 작성 

- 기존에 접종하였고 급하게 검사 기록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

사 및 엑스레이 등 검진 후 ,   면역성 

여부 확인서 발급 받음 

- 접종 경험이 없는 경우 총 두 번  주사

를 맞아야 하며 한번  맞은 후 두 번째 

주사는 최소 한달 뒤에 맞을 수 있으므

로 미리 준비.(현지접종가능) 



 항공권 (전자티켓) 

 ■ 항공권 발권 전 확인사항 

- 영문명 및 경유 시간 (최소 2시간 이상 권장) 

- 취소 및 환불, 기타 규정 (변경 횟수, 유효기간 등) 

 ■ 항공권 발권 후 확인사항 

                        공항 마중 확인서와 내용 동일한지 재확인 

영문 이름  
스펠링 확인 



 숙박 확인서 & 공항마중 확인서 

꼭 체크하자! 
- 입실 날짜 & 시간  

- 숙박 주소 및 전화번호 



출입국시 필수 서류 – 관광비자 (ESTA) 

여권 최소 6개월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함 
여권 분실을 대비하여 여권용 사진 3매 준비  

ESTA  출국 72시간 전에 완료 되어야 함.  

입학허가서 학교에서 받은 입학 서류 사본 가능  

면역확인서 학교에서 요구시에만 준비, 출국전 병원에서 발급 

숙박확인서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입실 일, 방법, 주소 등 확인 

공항마중 
확인서 

도착 시간, 편수 등 사전 확인 

항공권 행선지, 영문 이름, 도착 시간 확인  

그외 서류 그외 학교에 별도 제출 서류, 학비 내역서 등 준비 

※  모든 서류 영문이름 철자 확인 

COPY 



 ESTA (입국 승인서) & 입학허가서 

- 전자 여권만 신청 가능  
- 90일까지만 체류 가능  

- 체류 연장 불가 
- 현지에서 비자 변경 불가 

- 학교명 및 센터 
- 개강일 및 만료일 (90일 이내) 

- 등록 프로그램  



 짐 꾸리기 Tip!! 

 기내용 가방 1개 또는 책가방 (10KG) + 화물용 가방 2개 (각 23 KG) 준비  

 액체류 (썬크림, 로션, 안약, 치약 등) 및 가위, 칼 등 기내 반입 불가로 수화물로 발송  

 개인 노트북 및 핸드폰 – 노트북 가방은 배낭으로 준비하면 관리 편리 

 MP3,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등 고급 사양 자제 - 여행자 보험으로 분실 시, 보상이 안됨  

 음식물 기내 반입 불가 (수화물로 보내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여유 있게 준비  

 이불 및 침구류 등은 홈스테이에서 제공 

 수건은 스포츠 타월로 준비하면 짐이 줄어 편리 

 신발 (운동화, 샌들 등) – 활동이 편한 걸로 준비 

 의류는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기후를 고려하여 준비 



환전 
 
■ 환전 

 - 금액 제한 없음 

 - 단, US$1만불 초과 시 외국환 신고필증 지참  

   (환전은행에서 발급) 및 세관 신고 필수 

 - 현금 : 여행자수표 = 3 : 7 비율로 권장 

 - 몇 기관 및 상점에서는 여행자 수표를 받지 않으므로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함께 적절히 준비하도록 함. 
 
 

■ T/C(여행자 수표) 

 - 발행 즉시 수표 상단에 서명 후 발급증명서와 수표번호를 별도 보관    

   → 분실 시 재발행 가능 (환전한 현금은 분실 시 찾을 수 없음) 

 - 사용 시 수표 하단에 서명하고 여권 제시 

 - American Express 편리 



신용카드/직불카드  

■ 신용카드  

        - 국제 통용카드(VISA, Master 등)만 사용 

        - 사용한도 → 연간 2만불 이내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국제 직불 카드    

        - 국내 은행에서 신청 가능  

        - 마크 확인 

        - PLUS/Cirrus 직불카드 널리 통용  
 

■ 현지 사용시 참고 사항   

        - 1일 인출한도 확인 (은행별로 상이) 

        - 1회 인출 시 수수료 

          : 인출액 1%+은행별 취급 수수료 



국내 은행 유학생 지정  

■ 유학생 지정의 장점 및 방법  

       - 송금 한도의 금액이 제한 없음 

        (단, 송금 및 환전금액 합계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부모님의 거래가 편리한 은행에 유학생 지정 신청 후 송금 

          서류: 여권사본, 6개월 이상의 입학허가서 사본 

          → 출국 후 매 연도별 재학사실 입증(재학증명서)  
 

■ 유학생지정 없이 개인 송금하는 경우 

       - 개인(건) 당 1만불 이하의 금액 송금 

          (1천불 이상 송금 시 거래은행 지정)  

       - 송금 합계 연간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해외 여행경비 – 1만불  

      - 1만불 초과 시 외국환 신고 필증 : 환전은행  



국제 운전 면허증 / 국제학생증 
 

■ 국제 운전 면허증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여권, 사진, \7,000, 운전 면허증 

       - 비자, 항공권 필요 – 적성 검사 기간 

 
   

■ 국제 학생증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4,000 

       -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1부 혹은 입학허가서 사본  

         & 학비 납부 영수증 사본  

       - 국제 학생증 첨부 시 박물관 및 공연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1. Lock 해제 최소 3일전 통신사에 전화하여 
     ‘Country Lock’  해제 요청 
 
2. 요청 후 3일 내로 해제 완료 문자 or 전화 도착  
 
3. 해제 성공 통보 후 ‘I tunes’에 연결해 동기화 작업 
 
4. 해당 국가 Usim 카드 구입 후 사용 
 
- 아이폰 , 갤럭시 등 대부분의 핸드폰 현지 사용가능하며 
   현지에서 핸드폰 구매 시 보증금 등의 엑스트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용중인 핸드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음. 
 
※ 3G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국가 데이터 요금제 신청 시  
   사용 가능 (국가별 상이) 
 



■ 해외에서 아이패드 사용하기 
 
 

 
 
 

 
 

1. 해외에서 인터넷 사용하기 (wi-fi) 
 

  -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 
 
2. 3G, 4G이용 인터넷 사용하기 (지원 기기) 
 
 - 국내통신사 데이터 요금은 해외에서 적용 안됨 
 
 - 별다른 조치 없이 출국 후 해외 데이터 로밍시 요금 폭탄 
 
 - 한국의 데이터 요금제 해지 조치 후 해당국가 통신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을 하면 3G / 4G인터넷 사용 가능   

해외에서 탬플릿 PC 사용하기 



해외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 해외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노트북 사용의 장점? 

    - 학습 자료 적극 활용 (동영상 강의, Listening등) 

    - 공간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의 사용  

       (wi-fi 제공 장소) 

  

 해외 노트북 사용의 Tip 

    1. 전압 확인 (110V ~ 240V) 

      - 연수국가의 전압 확인 후 국가에 맞는 어댑터 준비 
 

    2.  홈스테이 시 인터넷 사용 여부 확인 

      - 해외에는 ‘인터넷 종량제’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인천 공항 탑승 수속 절차 

여권 (비자) 

항공권 (e-ticket) 

마일리지 카드 

수화물 탁송 

출국 3시간 전 
출국장 도착 

1 2 

탑승수속 
수화물탁송 



 스타라인 – 외항사 (CX, JAL, UA 등)  

 스타라인 탑승 
 탑승구 101~132 
 외항사 이용승객 

3 



Transfer (환승) 정보  

▪ 제 3국 경유 (홍콩 / 일본 등): 수화물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한국에서 환승 티켓을 모두 수령한 경우, 바로 환승 출국 Gate 로 이동하여 탑승 

 한국에서 환승 티켓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티켓 수령 후, 탑승  

▪ 미국내 환승: 탑승 수속시 수화물도 함께 부치기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입국 심사 완료 후, 수화물을 찾아 

    환승 해당 항공사의 국내선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 및 티켓 수령  (짐 함께 부치기) 

▪ 항공 지연 및 취소 대처 방법 

 새로운 항공 스케줄 확인 (항공편, 출&도착 시간 등)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  

    탑승 항공의 Gate와 출발 시간 확인 



  비행시간 (직항기준) 

 씨애틀, LA , 샌프란시스코 약 10~12시간 

 뉴욕, 시카고, 댈러스 약 14시간 

 하와이 약 8시간 30분 

 

    기내식사 
 보통 2식 제공, 중간 음료와 디저트 

 

  주의사항 

 절대금연 

 이,착륙 시 전자제품 사용금지 

 안전벨트 착용 

 음악을 너무 크게 듣지 말것 

 

기타 항공 안내 



입국 하기 



입국 절차   

 여권 및 소지품을 챙긴 후,  

 비행기에서 내려 트랙을 따라 내려온다. Welcome to USA 

2F 

1F 
[내국인 입국 심사] [외국인 입국 심사] 

Baggage Claim Area  
짐 찾는 곳 

수화물 찾은 후,  
픽업 장소로 이동하여  
픽업담당자를 만난다. 



 입국 심사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이동 

외국인 전용창구에서 
차례 대기 

차례가 되면 여권, I-20, 
 SEVIS영수증 

을 제시한 후 인터뷰 

지문 스캐너 및 
사진촬영 

입국이 허용되면  
여권 및 I-20 입국도장 

* I-94(입국신고서)는  
더 이상 작성 불필요 



 입국 신고서 (I-94) 

■ 미국 입국신고서 (I-94 Form) 

※ 기존에 기내에서 작성하던  I-94는 

2013년 5월부터 전산화되면서 별도의 

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

경되었음. 학교제출(요청시), 은행계좌 

오픈, 운전면허취득 시 등 필요한 경우, 

www.cbp.gov/i94 에서 개별출력 

 
(육로로 이동 시 변동 없이 작성 요망) 

http://www.cbp.gov/i94


 세관신고서 

■ 세관신고서 작성 

 신고 물품:  

- 현금 $10,000 이상 

- 농·수·축산 제품 

 면세 물품:  

- 향수 2온즈 미만  

- 담배 200개피 이하 

- 주류 1병 (1리터 이하   

단, 21세 미만은 주류 소지 절대 불가  

 해당 사항 없으면 “No”에 체크후 서명 



 입국심사 후 (I-20) 



수화물 찾기 
 

■  짐 찾기 

 이민국 통과 후 Baggage Claim Area 에서 짐 찾기 

 

■ 미국 내 환승: 탑승 수속시 수화물도 함께 부치기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입국 심사 완료 후, 수화물을 찾아 

    환승 해당 항공사의 국내선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 및 티켓 수령  (짐 함께 부치기) 

 터미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 해당 항공의 Gate와 출발 시간 확인 

참고) 국내선 이동 시, 수화물 검사를 위해 개인 수화물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으며, 

    열쇠로 잠겨져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부수고 오픈 하는 경우도 있음. 

  (검사 후, 검사했다는 안내문이 들어가 있음. 현지 공항 법상 합법적인 검사 임) 



학교 생활  



학교등록 첫날 

 등록하기 
- 여권, I-20 (입학허가서), I-94 (요구 시 제출), 사진, 필기도구 준비 

 

 Placement Test 
- 영어평가 시험 
- 토플/ 토익 형식(문법, 어휘, 단문독해,인터뷰) 
- 한국 학생 중, 하 레벨에 많이 편성 

 

 Orientation 
- 학교설명, 시설이용, 규정설명 
- 비자, 숙소 설명 등 

 

 학생증 (Student ID Card) 
- 하나의 신분증 
- 학교 시설 이용 시 필히 소지 

    (예: 도서관, 수영장, 식당 등) 
- 기타 학생 할인 혜택 

 
 



학생비자 유지 1 

 학생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 

      - D/S (Duration of Status)  

     - 수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전  

      - 현재 수업 완료일로부터 최대 60일 체류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새로 다닐 학원을 

        정해 트랜스퍼 준비를 함.  

      ( 출석률과 정해진 과정을 완전히 마쳤을 

      경우에만 60일에 해당됨 )   
 

  재학 중 해외 여행 

        - I-20 3번째 페이지에 학교 담당자(ISO)의   

          서명을 필히 받아서 출국 할 것. 

            

 
 

미국 외 여행 시,  
반드시 학교  

담당자 사인 필요 



학생비자 유지 2 

 학생비자(F-1 Visa) 유지 

       - 입국 시 사용한 I-20로 학교에서 수업 시작 

       - 유효한 I-20 소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 

       - 정규 학생(Full time) 등록  

            ⇒ 언어연수: 주당 수업 18시간 이상   

            ⇒ 대학과정: 1학기 당 12학점 이상  

            ⇒ 대학원과정: 1학기 당 8~9학점 이상 

       - 출석률 80-85% 이상(매우 중요) 

   : 출석률이 80% 보다 낮은 경우, Transfer 불가, 한국으로 귀국 조치됨 

       - 학교 Transfer 시 정해진 규정사항 엄수 



학생비자 Transfer 1 

 학교 전학/변경(Transfer) 

     예) - Kaplan(언어연수)->ELS (언어연수): 

            전반적인 영어를 익히고 마무리하는 과정  

         - Kaplan(언어연수)->Santa Monica College 학위과정 (2년) ->UCLA 학위과정 (4년): 

            영어연수과정을 익힌 후 미국 대학정규과정으로 편입 

 

 구비 서류 및 절차  

     A: 재학중인 학교  / B: 이동 예정 학교 

      - B학교 지원서 및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 

      - B학교의 학교신청확인서와 Transfer form을 수령하여, A학교에 전달 작성 후,  

        B학교에 발송 및 수령 확인 

      - Transfer form 발송 및 수령을 A &B 측  확인  



학생비자 Transfer 2 

 Transfer 기간 

     - 수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전학 수속 완료 

     - 새로운 학교 수업 시작은 60일 이내 

        (기존 학교 종료 후, 새로운 학교의 첫 번째 개강일에 수업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음) 

     - 정규과정은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최대 5개월 까지 가능 
 

 비자 기간  

       - 학교 등록(학비지불) 기간 만큼 유지 (SEVIS) 

       - 유효한 I-20 발급되어야 함 

       - 미국에서 출국 후, 5개월 이내 입국하지 않은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신청 



학교 / 숙박 연장 

 학교 연장  

    1. 기존 학교 연장 

        - 학교에 연장 요청 

        - 입학확인 및 학비 납부, I-20 연장 확인  

     

    2. 학교 재수속 

        - 새로운 학교 정보 및 필요서류 확인 

        - 새로운 학교에 지원서 및 Transfer 서류 제출, I-20 발급  
 

 숙소 연장 

        - 학교 숙소 담당자에게 숙소 연장 의사 전달 

         -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연장신청서 작성 

 

※ 주의사항: 촉박하게 연장을 할 경우, 기존 숙소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현지 생활 



주거와 생활문화 

■ Student Residence (기숙사) 

- 사설/부설 기숙사 

- 장점 &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 Homestay (홈스테이) 

- 민박 가정(1, 2실, B&B/HB/FB/Self-catering) 

- 장점 &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 Flat Share/Room Rent (아파트, 자취방) 

- 장점 &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기숙사 Residence  

■ 개요 
    - 사설 기숙사, 대학의 On Campus / Off Campus 기숙사  
    - 학교까지 도보통학 ~ 교통수단 이용 20분 
    - 보통 2~4인실, 공동욕실, 세탁 셀프, 식당 이용  

 
 

 

장점 단점 

▪ 보통 학교까지 가까이 위치 
▪ 학교시설 이용용이(도서관/체육관 등) 
▪ 외국 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미국생활    
체험 

▪ 편리한 만큼 방관하기 쉽다 
▪ 조금 비싼 비용 
▪ 화장실 및 주방 등을 여러 
  학생들과 공동으로 사용함 

■ 기숙사 주의 사항 

    - 신청 시 계약 조건 및 환불 규정 숙지  

→ 연장/취소 가능 여부, 신청 기한 및 방법 

    - 입실 보증금 (Security/Key/Damage Deposit)  

→ 퇴실 후 환불 가능 

→ 입실 시 가구 손상 여부 체크할 것 

    - 기숙사 생활 규정 숙지 (금기 사항 엄수)  

    - 룸메이트 변경 신청 

→ 학교 숙소담당자 혹은 기숙사 사무소로 신청 



홈스테이 Homestay 
■ 개요 
    - 현지인 가정에서의 하숙 
    - 학교까지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장점 단점 

▪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 
▪ 현지 문화 체험 가능 
▪ 가구 완비 

▪ 학교까지의 통학거리 
▪ 각종 생활의 제약조건 
 

■ 주의할 점 

- 시간 및 규정 지키기(식사, 입실/퇴실, 하교시간, 외박, 

욕실, 세탁, 주방  등) 

- 친구 초대할 때 사전통보 (친구와 동행 시) 

- 전화사용 (사전 합의, 전화카드 사용) 

- 가전제품 사용 (컴퓨터, TV, 전자레인지, 다리미 등) 

- 도난문제 

     - 금연 / 금주 

     - 애완 동물  



홈스테이 Homestay 
 ■ 침실 문화 

     - 침실 정리 정돈 

- 침실 문 개방 

- 돈, 귀중품 관리 

- 기구 설치 및 위치 변경 

- 잠시라도 나올 경우 스위치 내리기 

- 절대 금연 

- 친구 초대 

- 난방 

   ■ 욕실 문화 

     - 바닥에 물 흘리지 않기 

- 늦은 시간 샤워 자제 

- 물 아껴 쓰기 

- 화장실 사용 후 문 개방하기 

- 휴지 변기에 넣기 

- 사용 후 물기 닦기, 간단히 정리하기 



홈스테이 Homestay 

      ■ 거실 문화  

         - 거실은 공동의 공간 

    - 가족을 위해 간혹 피해 주거나 양보 

    - 방에 들어갈 때는 밝게 인사 

    - 조용 조용 다니기 

 ■ 식당 및 음식 문화  

- 자신의 자리 확인하기 

- 먹는 소리 내지 않기 

- 음식 먹는 채로 얘기하지 않기 

- 자신의 접시는 스스로 치우기 

- 음식을 칭찬하고 되도록 남기지 말기 

- 냉장고에서 함부로 꺼내먹지 말기 

- 한국음식을 가져 오거나 냉장고에 넣지 말기 

- 식탁 앞에서 되도록 밝게 대화하기 



아파트  apaRtment 

  ■  개요  
- 학교까지 도보 통학 ~ 교통수단 이용 대략 30분 소요 
- 부동산, 학교의 Housing Office  등을 통해서 구함 
- 대부분 6개월 ~ 1년 계약, 보증금 있음  

 

■  아파트 구하기 

   - 구하는 방법 → 지역신문광고, 인터넷, 게시판, 친구/지인의 소개 

   - 주의 사항 

→ 믿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 계약 

→ 계약 시 계약 조건 충분히 숙지 

• 보증금 환불 방법 (보통 2~4주분 Deposit)  

• 취소 통보 기간 (보통 1~2달 전 Notice) 

• 부가 비용 발생 여부 (전기세, 수도세 등 Bills) 

• 제공 시설 (세탁기, 식기, 케이블TV, 인터넷 등)  

장점 단점 

▪ 편리하다 
▪ Share할 경우 저렴하다. 
▪ 위치와 집의 성향을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  

▪ 한국 학생과 함께 생활 가능성 높다 
▪ 유혹이 가장 많다 
▪ 비행의 길로 접어들 확률 높다 
▪ 가구, 인터넷 등 준비사항이 많음 



은행계좌 개설  
■ 은행  

    - 학교 추천학교 또는 가까운 곳이나 시내 중심가 은행 이용 

    - Bank of America, City Bank, South Trust Bank 등   

    

■  은행 계좌 개설시 필요 서류 

    - 여권, I-20 (학교 레터), I-94(필요 시, CBP 사이트에서 프린트) 

     , 체류지 주소 및 전화 번호, 현금 등   

 

■  은행 계좌 종류 

    - 저축예금 (Saving Account) 

    - 당좌예금 (Checking Account),  개인수표책 발행 

  * 타 은행 ATM 이용 시 매회 수수료 ($2~$3)가 부가되므로  

   각 주 별로 지점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를 여는 것이 유리 

 ※ 주의 사항:  유학 종료후 귀국 시 은행 계좌를 취소 (close)처리할 것 



개인 수표 작성 방법 



휴대폰 구입  
■ 미국의 주요 핸드폰 통신사 

 Sprint, T-mobile, Verizon, Cingular, AT&T 등  

■ 인터넷 구입 혹은 가까운 핸드폰 대리점 방문 

■ 주마다 사용하는 주요 통신회사 차이가 있음 

■ 신청 시 요금 플랜 등을 선택 

■ 유학생인 경우 Deposit(보증금) 지불 가능성 높음 

■ 보증금은 보통$400 이상이며 계약에 따라 몇 개월~몇 년 후에 돌려 받음 

 

구분 Verizon 450 Plan AT & T 450 Plan 

보증금  $400 $500 

월 사용 기본료 $69.99 $69.99 

기본제공 음성통화 분수 450 분 450분 

야간 및 주말  
미국 내 무료 통화  

평일 오후 9시~ 오전 6시 
토,일요일 전일  

미국 내 무료 통화  

평일 오후 9시~ 오전 6시 
토,일요일 전일  

미국 내 무료 통화  

* [샘플 비용표] 현지 비용이 다를 수 있음.  

* [샘플 비용표]  



 각 지역별 구역(Zone)에 따라서 요금 및 교통 카드 상이 함 

 버스, 지하철 등 통합 이용으로 편리 

 Monthly 정액권 구입이 경제적  

 

 ■ 버스 (BUS) & 지하철  

    - 현금 또는 Daily, Weekly, Monthly형태의 정액권 형태 

    - 환승시간: 통상 처음 승차 시 티켓을 이용하여 약 2시간 유효 

    - 버스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Timetable 필수 준비  

 

 

 

 

 

 
  

 
 

교통 카드 



운전면허 취득 

 
 

 

■ 가까운 차량국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필기시험(Written Test), 시력검사(Eye Test), 실기시험(Road Test)  
      - 시험 내용: 도로 표지 테스트, 교통법규 테스트, 시력테스트, 운전자 테스트 
 
 * 한국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로 아래의 미국 주 내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필기 및 실기 시험 없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교환취득 가능.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 필기 시험 준비물: 여권, 비자, Social Security Card   

   ※ 소셜시큐리티 카드(Social Security Card)  

 유학생은 SSN 발급이 어려우므로 학교 내 ISO를 방문하여  

    SSN을 발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레터를 받음  

 이 레터와 입학허가서, 여권을 소지하고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를 찾아가  

    다시 공문을 받은 후 차량국(DMV)에 제출해야 함 

 



취업 /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PBT)  

 교내 아르바이트만 가능 (On-campus part-time job)  

 학기 중 주당 20시간 / 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교에 신청 (도서관, 구내식당, 조교 등) 

■ 인턴쉽 

 학교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과정 수료 후 학교 추천 회사에 지원 

 고급 수준의 영어실력 필수  

 무보수 인턴쉽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전문 과정, 학위 과정 수료 후 신청 가능  

 학생 비자 유지하면서 취업 허용  

 최대 12개월까지 / Full-time / 유급 



 미국 문화 Tips   

 소개 받을 때는 보통 악수를 청한다.  

     → 여자나 연장자, 상급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 

 짧은 방문이라도 꼭 선약을 하고 간다. 

 나이, 수입, 교육, 종교 등 사생활 질문은 금기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한다. 

 타인을 똑바로 계속하여 응시하는 것은 실례 

 대화를 할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동성 친구간의 친근한 행동도 오해 받을 수 있다. 

 은행, 슈퍼 등 공공장소에서는 줄서기를 생활화한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뒷사람을 배려한다.  

 실내는 겨울이라도 쌀쌀하게 온도를 유지한다.  

 매사에 근검절약을 실천한다.  

 Thank you, Excuse me, Please를 습관화 한다. 

 



각종 사고 대처 방법 – 응급 사고   

■ 질병 및 의료사고 

                    - 가까운 병원 혹은 Family Doctor 를 방문  

                    - 위급할 경우 응급실을 이용 

                    - 어떤 형태이든 보험 가입은 필수 

 

■ 약국(Chemist, Pharmacy) 

                        - 간단한 상비약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 

                        - 간단한 상비약은 각종 슈퍼마켓에서 구매 가능 

                        - 약국 오후 5~6시 종료  



각종 사고 대처 방법 – 화재 사고   

   

• 화재 경보 사례 

  -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 연기를 많이 피우는 요리(삼겹살 등) 로 인한 화재 경보 발생  

 

     • 화재 경보 발생 시, 원인제공자 본인이 비용 부담 

         화재 혹은 과도한 연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소방차 출동 및 구조 비용 

         (약 50~60만원)을 납부해야 함   

       

 ■ 화재 경보 관련 주의 사항 
 

 

 

 

 

 

 

 

 

 

     ※ 화재 발생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 경보가 불필요하게 울리지 않도록 주의 필요 

         (실내 흡연 및 요리 시 주의 요망) 



각종 사고 및 대처 방법 

  여권을 분실한 경우  _ 각 주의 대사관에서 새로 신청하여 재발급   

  입학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_ 담당 상담원 혹은 학교 D.S.O 에게 알려 재발급 

  항공권 분실한 경우 _ 구입 항공권 업체에 문의하여 재발급  

  짐(수화물) 분실한 경우 _ 항공사의 Lost & Found 에 신고, 무게당 배상 받음  

  비행스케줄이 변경 혹은 연착된 경우_공항픽업 담당자에게 꼭 연락  

  공항마중 나온 사람을 못 만난 경우 _ 공항 픽업 담당자  연락 

 숙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_담당 상담원에게 연락  

 금품갈취를 당한 경우 _경찰에 신고 (한국어가능) 



 꼭 지켜야 할 현지 안전 가이드  

▪ 공공장소 및 숙소에서의 자신의 소지품은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갑, 가방,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등)  

▪ 많은 현금 및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지 마세요. 

▪ 저녁 늦은 시간 자동인출기(ATM) 사용은 조심 하시고, 큰 금액 인출은 삼가해주세요.  

▪ 만 19세 이상만 음주를 허용하고 있어요.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입니다. (거리, 공원, 해변가 등)  

▪ 늦은 시간에 공원이나 해변 산책, 한적한 지역을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해요. 

▪ 늦은 밤 또는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조심하세요. 

▪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을 경우, 무작정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창문만 내린 후 경찰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 서명을 한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아파트 계약, 차량 렌트 등) 



귀국 항공권 체크 

■ 항공권(귀국 항공권 포함) 예약 및 변경 

   - 일정 변경 예약은 귀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3달 전 (6~8월 성수기 시즌 좌석 예약 매우 어려움) 

   - Re-confirm은 출국일로 부터 1주일 전 

   - 주말 및 공휴일 변경 불가, 변경처리 24시간 소요 

■ 항공권의 환불 

   - 발권 전 환불조건 확인 

   - 환불은 발권여행사에서 하며 30-45일정도 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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