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1.714.525.0088 Fax: 1.714-459-7414, http://www.gm.edu (Form Inter-14)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서  
Student Information 

성명: (이름,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월/일/연도)_____/_____ / ____________ 

E-mail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   집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 

학위 과정: □ B.A.  □ MACE  □ MAICS □ M.Div.  □ D.Miss  □ Ph.D         학위이수예정일: _____/ _____/ _____    

 

OPT 신청시 제출 서류: 

1. Form I-765, G-1145 작성 

2. 현재 I-20 복사 (이번에 발행해 주는 새로운 I-20)   (편입생경우 이전의 모든 학교 I-20포함) 

3. 여권용 사진 2장 (뒷면에 검정사인펜으로 이름과 I-94번호 기재) 

4. 여권복사 (신상명세 나온 부분) 

5. 여권 VISA복사 (미국으로 들어온 최근 F-1비자 부분) 

6. I-94 복사  

7. 기관으로부터의 OPT 승인 편지 (편지에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샘플 참조) 

      1) OPT 인턴쉽의 기간 (I-20의 학위 종료 날짜 이후부터, 1년 이내) 

      2) 주당 일하는 시간 (Full-time or Part-time    시간) 

      3) 인턴쉽 사역 내용 (신학과 목회에 관련된 분야) 

      4) 인턴쉽 사역 기관 이름, 장소, 및 EIN 번호(기관영문 이름, 주소, 및 기관 세금번호) 

      5) 인턴쉽 Supervisor  (상급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8. 이민국 신청비 $410, (personal check일 경우 학생의 이름과 주소 기입된 것)  

   그렇지 않으면 money order  (모두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9. 학교 신청비- $150 (check payable to GMU) 

 

OPT 주의사항 

1. 학생은 졸업 90일 (I-20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90-6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매학기 

OPT신청 마감일이 안내된다).  편입생 경우 본교에서 1년 이상 공부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졸업날짜 후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OPT가 거부될 경우 다른 신분으로 바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분유지가 상당히 위험하다.  

2. 노동허가 과정은 OPT 신청 후 약 3개월까지 (90일) 걸릴 수 있다. 반드시 EAD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은 후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3. OPT 종료 후에는 60일간의 grace period 안에 1)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2)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3) 미국을 떠나

거나, 4) 신분을 변경해야만 한다. 신분을 변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OPT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4. 학교는 OPT 승인 여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며, 결정은 SEVIS고유권한으로 하고, OPT신청의 결과에 대해

서는 학생이 책임을 진다. 학교는 다만 안내하고, 본인의 의견을 따라 SEVIS에 통보할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모

든 서류준비, 발송,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은 이 모든 것을 읽고 이해했으며, 동의 합니다.   

싸인: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____________________ 

 

신청비 지불 여부 

□ OPT 신청비 to GMU:  $150   □ USCIS 신청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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