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 Affirmation Statement (유학생 선언서)
SEVIS 의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서, 본인 _(학생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
Grace Mission University 의 유학생 재학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확인하며 준수합니다.
1)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다. 매학기 대학생은 12 학점이상, 대학원생은 9 학점이상을 온라인
과정이 아닌 On campus 과정으로 전공과목포함하여 등록한다

(initial,

2) 신입생은 최소한 입학 첫학기는 본교에서 마쳐야 한다.

)

(initial,

)

3) 학비를 기한 내에 납부한다 (특히, 입학 및 편입 첫 2 학기는 학기초 완납해야 하며, 그 이후는
재정부에서 페이먼트 플랜을 상담할 수 있음)

(initial,

)

4) 출석을 80% 이상 성실히 한다 (수강하는 모든과목)

(initial,

)

5) 평균학점 (최소 평점 2.0 이상, 1 과목이라도 F 학점이 있으면 않됨)을 규정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initial,

)

6) 출국시에는 반드시 2 주 전에 담당 DSO 교수를 만나 필요한 사인을 받고, 여권과 비자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유학생 핸드북 5 페이지 7 번 문항)

(initial,

)

7) I-20 에 명시된 졸업일시(the completion date)의 연장필요시에는 연장신청한다 (initial,

)

8) 유학생은 전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건강보험을 갖기전 일어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본인책임 임을 숙지한다

(initial,

)

9) 유학생은 CPT 를 통한 허가된 일외에 다른 work 을 할수 없음을 인지하고, 학교가 알게될경우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게 됨을 숙지한다

(initial,

)

10) OPT 신청은 졸업일시 90 일 이전부터 신청할수 있으며, 졸업일시가 지난후에는 신청할수 없다
(initial,
)
11) 개인정보 변경시(주소, 가족사항 등) 에는 개인정보 변경서를 제출한다

(initial,

)

그외 사항은 유학생 핸드북 (학교 웹사이트) 및 유학생 설명회 (무들에 업로드 됨) 에서의 내용을
숙지/준수하며, 본내용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I acknowledge that it is the student's responsibility to fully understand the statements so that
you are not disadvantaged from violating the regulations in the statements.
서

명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Name (영문 English)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

(한글 Korea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년________월 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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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 Affirmation Statement (유학생 선언서)
In order to observe regulations of SEVIS, I, (student’s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ll fulfill the following rules as a F-I student at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1) I will get registered for 9 units (for Mater’s student) or 12 units (for BA student) every semester
(not online classes but on campus classes) within the registration weeks (initial,
)
2) I will complete at least the first semester (initial,

)

3) I will pay the tuition and other fees on time (initial,

)

4) I will attend every classes (at least 80% of the attendance rate for every class)
(initial,
)
5) I will maintain average of 2.0 grade (without F grade) while I study at GMU
(Initial,
)
6) I will consult with th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DSO) when I take a trip abroad (such as
mission trip, etc.) (initial,
)
7) I will be aware of my completion date on my I-20 document and ask for an extension in advance
(initial,
)
8) I am fully aware of having a health insurance and not complain about issues before having an
insurance (initial,
)
9) I will not work without authorization such as CPT and am aware that the school will report
SEVIS when my unauthorized work is known to the school (initial,
)
10) I will notify the school office when my personal information changes (such as address)
(initial,
)
11) I will follow the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initial,

)

I declare that I fully understand the SEVIS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and observe
the above statements. I have no objection when I am to be terminated or transferred to other school due to
non-fulfillment of the above statements.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ceived Date

Issuing Date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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