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2017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    

Welcome to America 

J-1 VISA 
       J-1 Exchange Student, Student- Intern Program 
J-1 Exchange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J-1 Reserch Scholar, Professor & Student - Intern 
                               MIRI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dwest University   










































                      Sponsor: Midwest University 
                             identify No P-1-21241  
               DS-2019,  DS-3036, DS-3037 DS-7002 
         










































































































   
   •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미국학교에서 TOEFL, SAT, GRE, GMAT 등과 같은 교육기관 시험 성적을 요구했다면 이를 제출하십시오.)
   • 재정근거 서류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 재정지원 근거서류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근거서류)
   • 학업/연구 계획서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학업/연구 계획서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동반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할 경우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
     동반가족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 J-1 Visa 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 사본
  
     J-1 visa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J-1 Visa 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J 자격으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성적증명 등) 
    

 J-1 Visa 교환 교수, 교환 연구원 비자 
J-1 교환 방문 비자는 학생, 연구원, 교수, 비 학술 전문가, 공무원, 교사, 목회자, 선교사, 국제 교류방문자, 캠프 

지도자, 오페어 (au pair) 또는 여행/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름학기 학생 등의 자격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J -1 Visa 비자의 장점 
첫째, 교환교수, 교환연구원의 경우, 유학생 비자처럼 학업에 메이거나 학비 부담이 없다. 
둘째, J-1 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J-2)도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SSN(쇼셜넘버)를 발급받을수 있다. 
셋째, 미국 전역에 거주가 가능하다. 
넷째, 초-중-고 연령의 동반 자녀들은 학비가 들지 않는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며 영어와 미국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섯째, 인턴십 교환학생의 경우 미국에서의 인턴십 시간을 귀국후 해당학교의 영어연수 학점 및 해외인턴십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대학에 이와 관련한 확인 및 학점 취득 신청을 한 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 바람. 
 
J-1 Visa 비자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❶ 비자발급 절차 

프로그램 스폰서(Sponsor) 로 부터 DS-2019 원본 도착
    •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
    • 인터뷰 예약
    • 인터뷰 (비자준비 서류를 지참)
    • 비자발급
 
❷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자신청서(DS-156, 157, 158)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
   • 신청자의 사진(규격 5x5mm, 흰바탕, 양귀가 보이게 찍음) 1장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자녀와 배우자도 각각 납부해야 하고,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 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 미국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 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 -1 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함. 학교 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함) 



























J -1 비자 (교환 교수/교환 연구원)로 준비해야 할 서류 (DS-2019)

1. 본교 DS-2019 (입학원서첨부-PDF 파일) 신청서 및 Application Fee $1,000 불, 동반가족 각각 $200 환불불가, 
2. 여권용 사진 2 매 (신청서에 부착)
3. 최종학력 영문 졸업 및 성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 및 체제비 후원기관의 재정후원 확인서
5. 여권 Copy (여권 사진 나온 부분을 칼라 복사하여 제출-동반가족 모두)
6. 은행 잔고 증명서 (잔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동반가족의 간단한 약력 (출생지, 생년월일 등등)
8. J-1 Visa 비자 의료보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9.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 기록표 (자녀 학교 등록시 요구되는 사항)

교환교수, 연구원, 전문인 


1) 지원자는 J-1 Visa 비자 신청서 ( 본교양식) 이력서, 사진, 연구분야, 스폰서 정보, 등 

2)지원자 자격 및 첨부사항

 	 - 고졸이상의 학력과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  대학 ( 2 년제 혹은 4 년제) 의 교수직을 갖고 있는 사람. 

	 - 국가 공무원으로서 연구 프로잭트를 계획하는 사람. 

	 -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증서- 은행잔고증명, 재정보증서 기관 혹은 개인  (확인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J-1 Visa 지원자 체재비: 	 $13,000/year

	 	 J-2 Visa 배우자 체제비: 	 $  5,000/year

	 	 J-2 동반자녀 1인당 체제비: 	 $  3,500/year

	 - 보험증서-건강보험  J-1 Visa 비자 의무조항에 해당됨).

   	 	 • 상해(accidnet) 및 질병(illness) 에 대한 대인 의료비 지원한도가 최소  US $100,000 이상

   	 	 • 긴급 의료 수송비 US $50,000 (Medical Evacuation)

    	 	• 유해 본국 송환비 US $25,000 (Repartriation)

   	 	 • 사고나 질병당 자기부담(deductible) 비용이 US $5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객관적 영어 구사 능력 충족해야 한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 Minimum score requirement를 충족시키는 2년 이내의 TOEFL/IELTS Score  (IBT기준 60이상 제출)

	 • Midwest 대학교의 ESL 센터가 실시하는 방문프로그램 신청자 영어 능력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Midwest 대학교의 J-1 Visa 비자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됨).

	 - 미국비자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3) Fee (Jan 1-Dec 31, 2019)  

DS -2019 Application fee    		 	 	 USD $ 1,040   	 Non refundable 

J-2 Visa Application fee (per person) 	 	 USD $    240	 	 Non refundab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earch Fee (per semester)	 	 	 USD $ 3,000

Research Fee (Missionary Only per semester)	 USD $ 2,000

   

J-1 Visa Maintains fee per year 	 	 	 USD $    240

J-2 Visa Maintains fee per year/ per person 	 USD $    100	 



DS 2019 re-printing fee 	 	 	 	 USD $    100

Sponsor J-1 Visa Extension fee 	 	 	 USD $ 1,000           J-2 (per person $ 200)   



 4) 참고사항

1)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J-1 비자가 거절된 경우 납부한 연구 프로젝트비는 반환된다.

2) 본교에 출근할 경우,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무실 사용 및 대학 이메일 (Midwest.edu) 지원받을 수 있다.

3) J- 1 Visa 비자 체류기간 동안, Midwest University 요청시에는 학기당 본인의 전공분야에 한과목 이상의 강의를 감당하여야 한다.

4) J- 1 Visa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연구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Midwest 대학교가 지정하는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연구현황을 월 1 회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 보고서 혹은 논문) 미국 입국후 6 개월 경과시에 

    중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1 년 경과 시에 해당년도 최종 보고서를 반듯이 제출 하여야 한다. 

    2 차 년도 이후에도 연구활동에 대한 정기보고 및 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동일 하다. 

5) 본교에서 열리는 연구자는 학기별 1-2 회 세미나 혹은 심포지엄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 한다.  
6) J-1 연구원은 매년 2 회 이상 연구기관 관계자와 Midwest 책임자와 함께 미팅을 갖는다. 경비가 들어갈 경우 J-1 연구원이 부담한다.  

연구를 마치면  Midwest University 에서 Certificate 을 수여하며 Midwest 동문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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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Student- Intern    인턴 학생  

1) 지원자는 J-1 Visa 비자 규정과 자격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 객관적 영어 구사 능력 충족해야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 Minimum score requirement를 충족시키는 2년 이내의 TOEFL/IELTS Score (IBT기준 60이상 제출)
    * Midwest ESL 센터가 실시하는 영어 능력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J-1 Visa 비자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됨).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미국비자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건강보험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아래 지원한도는 미국무부 요청 J-1 Visa 비자 의무조항에 해당됨).
   • 상해(accidnet) 및 질병(illness) 에 대한 대인 의료비 지원한도가 최소  US $100,000 이상
   • 긴급 의료 수송비 US $50,000 (Medical Evacuation)
    • 유해 본국 송환비 US $25,000 (Repartriation)
   • 사고나 질병당 자기부담(deductible) 비용이 US $5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용 및 납부 규정 



48 주 프로그램 비용 세부내역	 	 	 	 	 	 $ 2.000.00



수속 대행비용 Sponsor Links a Visa Processing fee             	 $ 2,000.00

J-1 fee  J-1 Programs fee (includes SEVIS fee)                  	 $ 1,040.00

              (DS-2019  진행비)

              Document & Handling fee                  	 	 	 $      80.00

48 weeks  Internship Training/ Internship Placement Plan	 $ 1,900.00

	    DS -7200 Processing fee, 취업처 매칭비용

               오리엔테이션,  미국현지 사후 관리비 	 



별도사항 

집중 영어교육 ESL 4 weeks :$1,200.00   장소: Midwest University 

4 weeks Guest Houses : Deposit: $ 500.00    

1 인 1 실 사용료 $ 680.00,   2 인1 실 $440.00, 식사는 갖자해결

공항픽업, 운전면허증, 은행계좌오픈, SS 노동허가서신청, 전화개통 등 Service fee $ 300.00 ( 희망할경우) 

고용주 변경비용 ( 회사 근무시 어떠한 사유로든 퇴사후 재매칭시) 본인이 직접 찾은경우 $400.00-600.00

MIO 에서 Service 하는경우 - $1,000.00-1,400.00 



스폰서 인터뷰 탈락으로 인한 재 인터뷰 및 스폰서 변경 $300.00. 

스폰서 연장비용 $800.00, 스폰서 급행 시청비용 $350.00, Site Visit fee :$200.00 ( 1 시간이내거리) 

보험은 별도, Travel Validation $20.00, DS-2019 Reprinting ( 분실시 $100.00) 

부양가족 Dependent 1 인당 $600.00

개인사정으로인해 DS-2019 재발급 ( 날자변경등) $200.00,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본국거주의무면제신청 $1,000.00 ( 이민국 인지대금은 별도 본인부담) 


1 차비용  - 지원시  Application fee  $ 1,040.00 ( 환불불가) 

2 차비용  - 최초고용주 면접합격 통보후 3 일이내 48 주간 프로그램 fee $3,980.00



납부처 

입금계좌 ( Midwest University) 

송금은행명 : US Bank

은행번호 : Routing NO : 081000210

계좌번호 : Account NO : 152315109230

Site Code: USBKUS44IMT

Bank Address: 1 Lake St. Louis Blvd.  Lake St. Louis, MO 63367 U.S.A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인턴십 학점 및 영어연수 학점과 연계하여 미국 인턴쉽을 활용하시면 
학점도 취득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어 효과를 극대화 하실 수 있다. 이점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 제출 요청 서류 양식은 Midwest University 홈페이지(www.midwest.edu)의 J-1 Visa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J -1 비자 (교환, 인턴 학생)으로 유학시 준비해야 할 서류 (DS-2019) 
한국 or 외국에서 올 경우

1. 본교 DS-2019 (입학원서첨부-PDF 파일) 신청서 및 Application 
2. 여권용 사진 2 매 (신청서에 부착)
3. 대학 혹은 대학원 영문 성적증명서
4. 여권 Copy (여권 사진 나온 부분을 칼라 복사하여 제출-동반가족 모두)
5. 은행 잔고 증명서 (잔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림.) 
6. 동반가족 1 인당 J- 2 처리비용 $600 ( 환불불가) 
7. 동반가족의 간단한 약력 (출생지, 생년월일 등등)
8. J-1  비자 의료보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9.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 기록표 (자녀 학교 등록 시 요구되는 사항)

II. 미국내 다른 기관에서 Transfer 해 올 경우 

1. 본교 DS-2019 (입학원서첨부-PDF 파일) 신청서 및 Application Fee $100 불. 선납 ($900 불. 동반가족 각 $ 600 환불안됨) 
2. 여권용 사진  2 매 (신청서에 부착)
3. 최종학력 영문 졸업 및 성적증명서
4. 체제비 후원기관의 재정후원 확인서
5. 여권 Copy (여권 사진 나온 부분을 칼라 복사하여 제출-동반가족 모두)
6. 은행잔고증명서 (잔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동반가족의  약력 (출생지, 생년월일 등등)
8. J-1 Visa 비자 의료보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9.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 기록표 (자녀 학교 등록시 요구되는 사항)
10. 현재 소지하고 있는 DS-2019 Copy
11. Transfer out Form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학교의 DS-2019 담당자 Transfer out 승인서)
     Transfer out Form 은 본교로부터 J-1 비자 Transfer 를 승인을 받은 후에 본교 Transfer 승인서를 현재 학교의 DS-2019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Transfer out Form 을 받아야 함.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Global Leadership Institute/Forum.      

Developing leadership cases, and conducting qualitative/quantitative researches in leadership.

GLI Pastoral Leadership Developed GLI Traning Political Leader, Business Leader, Education Leaders, 

International Christian Ministry Consulting Institute (IMC) 

Ministry Consulting, Sermon, Pastor Leadership, Worship,  World Mega Church.  

Government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ion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Educational Networking, International Future Education, Online 
Education Research,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 Mind, Brain, Gifted, Genius Development & Education Research, School 
Establishment, Teaching Technique, 

International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Election & campaign management, Write a campaign plan, Develop a winning 
campaign strategy, Target and identify voters, Manage grassroots outreach Raise funds Promotion & Strategic Communic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ocal Government, Parliament Management.

International Future National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Future National Strategic, International Future Leader’s Academy, Political Communication 

Global Diaspora / Immigrant Culture Research Institute.         
Immigrants Culture, Networking, Diaspora History, Identity, Successful Diaspora Research Group. 

International Health Supplement / Bio/ Natural Healing/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Complementary / Medicine Natural Healing Research / Health / Skin Health, etc.

International Business Incubator / Trade/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or Future Career, Creating Global Jobs, Online Business, Trade, etc.

World Religions and Mission Research Institute.      
Future Study of World Religions and Christian Mission – Mission Strategy and Education, Comparative Religion Study – 

Buddhism, Mormons, Hinduism, Islam, Studies on Propaganda of New Religions, Mega World Church Research and Network, 
Comparative Education Studies on Various Religions. 

Institute of Big-data Analysis & Computer Science Research Institute.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 - History, Language, Ministry, Sermon, Worship 

Global Arts & Culture Research Institute- Classical, Commercial, Arts, Design Arts, Preforming Arts.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 English as Second Language, Korean Languag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Equal Opportunity, Discrimination, 

Railroad / Aviation - Safety and Security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