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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onna 대학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다음페이지는 미국 과 

Madonna 대학으로 오실 때 준비해주셔야 하는 항목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시해 드린 각 항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그 다음 페이지들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께 필요할 

정보들을 이 책자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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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신입생 도착 신청서 (RSVP) 작성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https://ww4.madonna.edu/mucfweb/ssl_forms/International_Arrival/client/general_form_2.cfm

 입학 보증금 및 기숙사 보증금 $250 지불  

(온라인 지불은 3 페이지 를 참고해 주세요) 

 최종학력 성적표 제출  

 REQUEST SEVIS DATA RELEASE 양식을 작성하여 

재학중인 학교에서 본 학교로의 전출 신고를 완료해 

주세요  

 학기시작 15 일 이내에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 에 보고해주세요  

 기숙사 신청 

 기숙사 신청: 

Madonna University, Student Accounts 

36600 Schoolcraft Road 

Livonia, Michigan  48150, USA 

 도착 예정일, 시간을 알려 주시고, 체크인 날짜 

이전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숙사에 

알려주세요.  

 E-mail Ms. Sarah Gombar: 

ResidenceLife@madonna.edu or 

sgombar@madonna.edu 

 

 미국 내에 거주지가 없는 학부 유학생 분들은 첫 2 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 합니다.   

 기숙사 밖 거주지를 구하는데에 본 대학에서는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관한 정보 와 계약서 다운로드 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

experience/living-on-campus/  

 도착 RSVP 형식 작성  

 RSVP 와 OT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위 RSVP link 를 참고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s. Grace Philson 에게 e-

mail 해 주세요: gphilson@madonna.edu  

 ESL 시험 등록 (해당되는 경우)   

 RSVP 를 통해 시험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SL 프로그램 정보:  

https://www.madonna.edu/academics/esl 

혹은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Ms. Hadeel Betti 에게 연락해주세요:  

hbetti@madonna.edu 

 ESL 과정이 필요없는 학생들은 첫 학기에 writing 

assessment test 를 보셔야 합니다. 

 시오리엔테이션   

  RSVP 를 완료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Ms. Grace philson 에게 

연락해주세요: gphilson@madonna.edu  

 E-MAIL 및 MY PORTAL 활성화 

 My portal 로그인 정보를 받지 못하신 분은, 

registrar@madonna.edu or 734-432-5400 로 

연락해 주세요. 

 Technical 도움은, 734-432-5800 or 

helpdesk@madonna.edu 로 연락해 주세요.  

 수강신청 

 유학생사무실: Room 1005 

 ESL 프로그램 사무실: Room 1304 

 전공부서 방문 

 수강신청: Room 2003 

 수업료 지불 at Student Accounts Office:  

Room 2005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MU email 등록 

 의료보험 등록 및 제출  

 수업시작 

https://ww4.madonna.edu/mucfweb/ssl_forms/International_Arrival/client/general_form_2.cfm
https://ww4.madonna.edu/mucfweb/ssl_forms/International_Arrival/client/general_form_2.cfm
mailto:ResidenceLife@madonna.edu
mailto:sgombar@madonna.edu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mailto:gphilson@madonna.edu
https://www.madonna.edu/academics/esl
mailto:hbetti@madonna.edu
mailto:gphilson@madonna.edu
mailto:registrar@madonna.edu
mailto:helpdesk@madonna.edu


 

Domestic Korean Transfer Students Welcome Booklet May, 2015 Page - 2 - 
 

 

 

 

 

 

 

 

 

 

 

 

 

 

 

 

 

 

 

 

 

 

 

 

 

 



 

Domestic Korean Transfer Students Welcome Booklet March, 2019 Page - 3 - 
 

SUBMIT THE ENROLLMENT DEPOSIT 

수강신청을 보조하기 위해서, 입학 보증금을 제출해 주세요. 

 MU (http://www.madonna.edu) 홈페이지에 접속. 

 “Admission” 를 클릭 하신 후 “international”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서 “Tuition and Fee Payment”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신용카드 지불 목록 아래 “CashNet”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항목 #5: Enrollment Deposit $250 Residence Hall Students 를 찾아주세요.  

 View Details 를 클릭. 

 양식을 작성 해주세요.  

 양식을 작성하신 후, “Add to basket”을 클릭하신 후, “Checkout” 을 클릭해서 결제 해주세요.  

 만약 CashNet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해주세요. 

 절차를 완료 해주세요. 

 신용카드 결제는, 수수료 (2-3%) 가 부과됩니다.  

 

SEND OFFICIAL FINAL TRANSCRIPTS  

지원 절차시 졸업증명서 와 최종 학력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학교 입학처 (Admission office) 에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SEVIS DATA RELEASE FROM YOUR CURRENT SCHOOL TO MADONNA UNIVERSITY 

Madonna 입학이 확정된후, 현재 재학중인 학교 인터내셔널 사무실에 연락헤 SEVIS data 를 Madonna 

대학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Madonna 대학의 입학 허가서 와 Transfer Release Form 을 

현재 재학중인 학교 (Transfer-Out school)에 제시 하셔야 합니다. Transfer Release Form 을 완료하신 후, 완료된 

서류를 Madonna 대학 (Transfer-In School)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 734-432-

5393. Transfer-out school 로부터 SEVIS data 를 받은 후 Madonna 대학에서 새로운 I-20 를 발급합니다. Transfer 

Release Form 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alt.madonna.edu/admissions/international/departure-and-arrival  
  

REQUIREMENT OF REPORTING TO MADONNA UNIVERSITY 

Transfer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I-20 에 기재된 여러분의 Program 시작날짜 15 일 이내에 Madonna 대학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 (ISO) 은 Main Academic Building 에 

있으며 방 번호는 1005 호 입니다. ISO 를 찾아오실 때 다음의 서류들을 꼭 챙겨와 주십세요: 1) 여권과 비자 

복사본, 2). I-20 복사본 3).  ISO 에서 비상 연락망 작성을 완료해 주세요.  

http://www.madonna.edu/
http://alt.madonna.edu/admissions/international/departure-and-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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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FOR ON-CAMPUS HOUSING 

학사 및 ESL 과정을 수료하는 유학생 분들의 첫 2년동안의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 합니다. Livonia 근처 

지역에서는 이용 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이 없습니다.따라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는 유학생 분들의 

기숙사 생활 역시 권장합니다.  

기숙사 관련 정보 및 정책과 계약서 다운로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방을 예약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들을 완료해 주세요: 

 기숙사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서류는 아래의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찾으 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등록 보증금과 방 보증금 $250 을 포함합니다. 

 보증금은 체크, 머니오더, 온라인, 또는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Payment Method 을 참고해 

주세요.) Check 또는 Money Order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Madonna University로 지불 

가능하게 해주세요. Student Accounts Office에서 입금 확인 될 때까지 방이 예약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기숙사에서 요구하는 의무 생활 기간을 충족 시키고 나가실 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를 받으신 후에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환급 받으 실 수 

없습니다.   

 기숙사 계약서와 계약금을 메일로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Madonna University 
Student Accounts 

36600 Schoolcraft Road 
Livonia, Michigan 48150-1176 

USA 

 

 예샹 도착일 과 시간, 혹은 Move-in 날짜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하셔야 하는 학생분들은 꼭 기숙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락하셔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Ms. Sarah Gombar, Director of 

Residence Life, sgombar@madonna.edu, Tel: (734) 432-5755. 

 

 책자 마지막 장 “What to Bring to the Residence Hall” 을 참고하셔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GISTER FOR ENGLISH (ESL) PLACEMENT TEST 

Madonna 대학이 요구하는 TOEFL, IELTS 등의 성적이 없는 학생들은 영어능력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영어 

시험은 학생들의 문법, 독해, 어휘, 듣기,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은 약 4 시간 30 분 정도 

소요 됩니다. ESL Program 혹은 시험 예약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Ms. Hadeel Betti, Coordinator, ESL Program, 

에게 연락해 주세요. hbetti@madonna.edu, Tel: (734) 432-5560,  

https://ww4.madonna.edu/mucfweb/ssl_forms/International_Arrival/client/general_form_2.cfm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mailto:sgombar@madonna.edu
mailto:hbetti@madonna.edu
https://ww4.madonna.edu/mucfweb/ssl_forms/International_Arrival/client/general_form_2.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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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첫 학기에 Writing assessment test 를 치뤄 주시기 

바랍니다. Writing 평가를 위해 Ms. Frances FitzGerald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ffitzgerald@madonna.edu, Room 1403, Tel: (731) 432-1403. 

 

RSVP FOR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 

모든 신입생 분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 예약을 위해 Ms. Grace Philson 에게 

연락해 주세요. gphilson@madonna.edu, Tel: (734) 432-5791. 

https://ww4.madonna.edu/mucfweb/ssl_forms/International_Arrival/client/general_form_2.cfm  

 
 
ACTIVATE E-MAIL AND ACCESS MY PORTAL 

입학서류에는 여러분의 MU 학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그리고 My Portal 계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를 받으신 후 MU 학교 메일 과 My Portal 계정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공지하는 모든 정보들은 항상 MU 공식 email 계정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온라인 

수강신청은 MY Portal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My Portal 계정 과 학교 이메일 정보를 받지 못한 

분들은 Registrar’s office 로 연락해주세요, register@madonna.edu or 734-432-5400. Technical 도움이 

필요하시면, helpdesk@madonna.edu or 734-432-5800 으로 연락 바랍니다.  

COMPLETE REGISTRATION PROCESS AFTER ARRIVING ON CAMPUS 

학기시작전 30 일 이내에 본교에 알려야 합니다. 캠퍼스 도착 후, 등록 및 학비 지불을 위한 인련의 과정들은 

완료하기 위해 아래의 사무실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 Room 1005, telephone (734) 432-5791 

(사무실을 방문하실때 여권, I-20, 와 I-94 을 가지고 오세요.) (약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F-1 student 비자에 관한 지침서를 받으실겁니다. 

 
2. Office of ESL Program, Room 1304, telephone (734)-432-5560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TOFEL, IELTS, etc)의 최소 성적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요구됩니다.) 

(예약 해주세요.) 

 

영어 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시험결과에 따라, ESL class 를 수강하게 됩니다.  

Madonna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에 관해서는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madonna.edu/academics/esl 
 
3. Department of Your Field of Study  

(ESL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과 시작을 위해 방문헤 주세요.) (예약해주세요.) 

 

전공 교수님과 학과 과정에 관한 면담을 요청해 주세요.  

mailto:ffitzgerald@madonna.edu
mailto:gphilson@madonna.edu
https://ww4.madonna.edu/mucfweb/ssl_forms/International_Arrival/client/general_form_2.cfm
mailto:register@madonna.edu
mailto:helpdesk@madonna.edu
http://www.madonna.edu/academics/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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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ffice of Registration, Room 2003, telephone (734) 432-2003 

수강신청을 위해 방문해 주세요.  

 
5. Student Accounts Office, Room 2005, telephone (734) 432-5600 

등록금 지불을 위해 방문해 주세요. 학교에 도착하신 후 지불가능 한 충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TUITION PAYMENT 

모든 학생들은 학기 스케줄 책자에서 명시된 지불 날짜에 맞게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2,500 의 

보증금을 학교에 지불했다면, 등록금을 몇번에 나누어서 내실 수 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 을 참고해 주세요.) 

 

PAYMENT INFORMATION 

등록금 및 지불금 들은 U.S 화폐, Check, money order, e-check, 송금 혹은 신용카드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 VISA)로 지불가능 합니다. 신용카드는 2.9% 의 수수료가 부과 되며 온라인으로만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지불:  지불할곳을 ‘Madonna University’로 쓰시고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학생 본인의 

이름을 적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Madonna University 
36600 Schoolcraft 

Livonia, Michigan 48150-1176, USA 
Attn: Student Accounts Office 

 

 송금: 아래에 명시된 은행 정보를 사용해 주세요. 송금시 학생의 이름을 기재 하였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Name of Bank:  First American Bank 
Bank Address: 1650 Louis Ave, Elk Grove, IL 60007 
Account of: Madonna University 
Routing #: 071922777 
SWIFT #: FAMBUS44 
Account #: 7811761702 

 

 신용카드 지불:  

 

온라인을 통해 학생, 부모, 혹은 친구들도 지불 가능하며, 지불을 위해 개인 user name 과 

password 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Domestic Korean Transfer Students Welcome Booklet March, 2019 Page - 7 - 
 

 MU (http://www.madonna.edu) 홈페이지에 접속. 

 “Admission” 를 클릭 하신 후 “international”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서 “Tuition and Fee Payment”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신용카드 지불 목록 아래 “CashNet”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지불할곳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Admission Fee, Graduation Fee, Advance Tuition 

등을 선택합니다.  ‘Real-Time Payment’ 나 ‘Tuition Payment’ 를 찾아서 지불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View Details’ 를 누릅니다.  

 양식을 작성 해주세요.  

 양식을 작성하신 후, “Add to basket”을 클릭하신 후, “Checkout” 을 클릭해서 결제 해주세요.  

 지불할 항목을 선택한후,  ID 와 password 가 필요하거나 고유 user ID and Password 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금액, 계좌정보등을 입력한후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Real-Time 

Balance” 선택한후, 등록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으면 총금액이 다음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입력하신 금액으로 바뀔것입니다.   

 

 

MEDICAL INSURANCE 

Madonna 대학 유학생들은 OPT 기간을 포함하여 미국에 머무는 모든 기간 동안 건강 보험을 등록하셔야 하며, 

미국 회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의료 보험 요구조건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 및 캠퍼스 도착 후 의료 보험 

증명서 제출을 위해 Ms. Grace Philson 에게 연락 해 주세요. gphilson@madonna.edu,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 (Room 1005).  
 

건강 보험은 아래에 명시된 최소 보상금을 모두 커버 해야 합니다: 

 각 사고 와 상해 에 대한 최소 $100,000 의 보상 

 본국 송환에 관한 보상금 $ 25,000 

 국제 학생들의 본국 긴급 후송과 관련한 비용 $50,000 

 각 사고와 질병에 대한 공제 비용이 $500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Madonna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선택해 주십시요. 아래의 회사들을 

통해서도 보험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Student Secure Insurance (There are three options: Elite, Select, or Budget.) 
http://www.internationalstudentinsurance.com/student-health-insurance/ 
 
ISOA  - https://www.isoa.org/ 
 
PSI Service - http://www.psiservice.com/psiweb/ 

http://www.madonna.edu/
mailto:gphilson@madonna.edu
http://www.internationalstudentinsurance.com/student-health-insurance/
https://www.isoa.org/
http://www.psiservice.com/psi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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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미국 이민법에 의거하여, 유학생들은 미 연방에서 발부한 입증된 취업 허가증 없이는, 교내에서만 일 할 수 

있습니다. 교내 취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일 자리 를 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취업 

없이는,  소셜넘버(SSN)를 받으실 수 가 없으며,  소셜넘버 없이는 자동차 나 아파트를 구입하 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IMPORTANT PAPERS YOU NEED TO BRING 

제시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해 주세요.  미국으로 오실 때, 모든 공식 서류들은 잘 모아서 정리해 서류철이나 

서류가방 기내용 가방에 보관해주세요. 서류들을 체크인 수화물에 두지 마십시요.  

1. 여권 – 미국에서 머물기로 되어있는 날짜 뒤로 6 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필요시, 미국내 영사관에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항상 휴대 하시기 바랍니다.) 

2. Form I-20 AB –Admission Office 로부터 발행된 학생신분 을 위한 증명서입니다.  입국시 심사대 에서 

제시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충분한 재정 상태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일년 경비). 

3. 건강기록 – 출발전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해야합니다; 예방접종기록, 건강 기록, 특이사항에 관한 기록 

증명서를 모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의 경우 여분의 안경 과 필요한 처방전들을 지참해주세요. 

4. 성적증명서 – 최종학기 성적증명서를 가지고오실때 꼭 영문으로된 공증된 원본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학과설명서나 학과일정표를 가지고 올것을 추천합니다.  

5. 국제운전 면허증– 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6. 제 2 의 신분증– 가능하면 제 2 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위에 열거한 면허증은 좋은 보기입니다: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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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BRING TO THE RESIDENCE HALL 

미국에서 구입하거나 한국에서 가지고 올 물건:  

 배게, 이불, 침대 시트, 배게 커버 (extra long twin bed) 

 수건, 세면용품 

 탁상램프, 정리대  

 휴지통 

 Drawer liner 

 개인용품 (사진, 포스터 등) 

 벽에 걸수있는 white putty  

 멀티 어댑터/ surge protector 

 바느질 도구 

 우산, 우비 

 청소도구 

 빗자루 혹은 작은 청소기 

 빨래 바구니, 세제, 다리미 

 옷걸이 

 접시, 용기, 캔 오프너 

 슬리퍼  

 선풍기 

 손전등 

 라디오 등 

 자명 시계 

 비상 의료 용품 (반창고, 아스피린, 면봉 등) 

 열린마음과 모험심 

**미국에서는 120V/60Hz 전기 와 타입 A 와 B 플러그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가지고 오면 안되는 물건 

 전자레인지 

 발열 제품  

 큰 스테레오 제품 

 할로겐 램프 

 양초 또는 향 

 총기 및 무기 

 표면에 거는 양면 테잎  

 주류 혹은 장식용 주류 container  

다음사이트에서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

campus/  기숙사의 자세한 규율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https://www.madonna.edu/admissions/on-campus-experience/living-on-camp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