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E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IEP 디렉터 Philip Plourde 와 함께 하는 설명회 

 
 

출입국  및 여행 

 I-20 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경찰, 세관 등)만이 I-20 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I-20 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Phil Plourde(CIEP 디렉터) 또는 Ross Schupbach(국제 학생 및 학자 사무국)을 

만나세요. 

 출국 후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I-20 을 확인하세요. 서명일로부터 1 년이 넘었으면, Phil 

또는 Ross 가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를 여행하는 경우, 항상 I-20 와 여권을 소지하세요. 

 여름 또는 다른 학기 동안 UNI 을 떠났다가 나중에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CIEP 

사무국에서 “휴학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연이은 네 번의 세션 후에 방학이 있으며, 중간에 출국하려고 할 경우 새로운 I-20 을 받아야 

합니다. 

 환영 패키지에는 CIEP 가 제공한 “비상 연락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작성하여 항상 

소지하세요. 

UNI 학생 보건진료소 

 보건 담당자(의사, 간호사 등)의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응급상황(골절, 의식상실, 과다출혈, 

호흡곤란, 심각한 부상 등)이 아니면 UNI 학생보건진료소를 먼저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911 로 전화하세요. 

 UNI 의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외국 학생들은 UNI 학생 건강보험 플랜(SHIP)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건센터로 해당 자료를 가져오세요. 

보험을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UNI 를 떠날 예정인 경우, 

보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을 취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미국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국가보험이 

없습니다. 고용주, 학교 또는 기타 조직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보건센터는 건강보험에 관한 질문에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healthcenter@uni.edu 

또는 전화 319-273-2009 로 문의하세요.  

CIEP 수업료  및 요금 정책  

 

CIEP 는 각 수업에 관한 수업료를 청구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MyUNIverse 를 학생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 에 청구된 수업료를 볼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개강 후 2 주 내에 표시되며 매 

학기 종료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료는 Gilchrist 홀의 수납 처에서 개인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전자수표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다음 학기 수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수업 시간표 또한 받지 못합니다.  

 

주의: 수업을 등록되지 않으면, 비자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귀하를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며,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IEP 학생 핸드북, 11 쪽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