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정 중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에 관한 안내문>
학생신분 (F-1)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던 중에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 문제로 학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에 대한 규정과 조언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어떤 학생들은 영주권 과정 중에 있고, 영주권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학교 수업에
불참하거나 학생으로서의 의무에 불성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SEVIS 규정에 따라 I20 가 종료되며, 학생신분을 곧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학생들이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입니다:


Certified transcripts issued by the school(s) 공식 성적증명서



Copies of tuition payment for all quarters or semesters attended 수업료 납부 사본들



Class schedules and course syllabi for all F-1 schools attended 수업 스케줄, 실러버스들



Report cards, evidence of homework, assignments or research 성적 자료, 과제물 증빙자료



Copies of any and all final degrees or diplomas issued upon completion of each
academic program(s) 해당 학교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최종 학위증 (수료증) 사본



Any other evidence in your possession to show that you attended and were physically
present at each F-1 school and completed coursework 실제적으로 해당 학교에 출석했고,
과정을 마쳤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이 소지한 그 밖의 증빙자료들



Certified transcripts of your U. S. income tax returns. 세금보고 증빙자료

2. 학생신분이 종료된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을 센트럴에 요청할 경우가 있는데, 등록금 미납금이
있다면 공식 성적표와 기타 서류 등이 발급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불성실한 학교 출석이나 과제
미제출 등에 대해서도 센트럴은 이를 사실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은 신분변경 상황과는 상관없이 학업에 충실해 주시고,
수업 출석과 과제물 제출은 물론 수업료도 성실히 납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업료 납부 사본을 위해서는 매월 발송된 Balance statement 등은 평소에 잘 보관해 두십시오.
5. 영주권 등의 신분이 변경되신 분들은 관련 서류 사본을 학교로 보내고, 추후 학업계획에 대해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6. 신분변경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는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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