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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도니아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대학생

a. 각 신청에 대해 고유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주세요.

1. 계정 생성은 여기서:
https://www.suny.edu/applysuny

2. 신청서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3.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intlrecr@fredonia.edu 
이 이메일은 신청서가 자격 여부를 추적하는 것에도 사용됩니다.

a.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b. 졸업 증명서 (가능할 경우)
c. 공식 영어 성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없나요? 크게 문제없어요!
d. 재무 제표 양식 * - 학업 첫 해에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자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재
무 제표 양식과 원본 문서를 제출해주세요.
e. 여권* - 여권 식별 페이지의 선명한 사본
*d & e 항목은 신청서 수락 후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I-20 발급이 빨
라집니다.

4. 승인 이메일 받기: 

5. I-20 받기: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허가서가 학생과
해당 유학원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재무 제표 양식과 여권 사본을 받으면 Pathway I-20가 발급되고 연방 법에 요구되는대로
Fedex를 통해 학생 주소로 직접 배송됩니다. I-20 확인의 추적 번호와 스크린 샷이 해당
유학원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https://www.suny.edu/applysuny
http://fredonia.edu/
http://www.suny.edu/media/suny/content-assets/documents/international-student/FSA-4.pdf
http://www.suny.edu/media/suny/content-assets/documents/international-student/FSA-4.pdf


a. 여권 사본
b. FSA 4 재무 제표 
모든 국제 지원자는 F-1 또는 J-1 신분에 대한 이민 서류 (즉, 자격 증명서, 양
식 I-20AB 또는 IAP-66)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Fredonia의 모든 비용에 대
한 완전한 재정 지원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재
정 후원자가 서명 한 FSA-4 양식과 사용 가능한 자금을 확인하는 원본 은행 명
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두 문서는 모두 원본 서명과 날인이있는 원본이어
야합니다.

a. 오디션 요구 사항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fredonia.edu/academics/colleges-schools/school-
music/music/grad-audition-reqs
b. 신청서에 비디오 오디션 링크가 요구됩니다. (유튜브 업로드면 훌륭합니다.)

b. 성적 증명서 : 비공식 성적 증명서는 검토 목적으로 신청서에 업로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증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으며 학교 도장이 찍힌 경
우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표가 영어로되어 있지 않거나
4.0 척도가 아닌 경우, 성적표의 평가가 해당 제공 업체 로부터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https://connect.fredonia.edu/yourconnection/spkz_grad_app.form

2. 서류 업로드: 
신청서가 제출되면 약 24 시간 후 지원 문서 업로드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이 신청서
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a. 공식 영어 점수 증명서 (45 TOEFL/4.5 IELTS 또는 그 이상). 만약 공식 영어
점수가 없을 시에 해당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intlrecr@fredonia.edu

1. 온라인으로 신청:

c. 추천서: 추천서 두 장을 해당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Graduate.Studies@fredonia.edu 

3. 승인 이메일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주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승인 확인을 받게됩니다. 이메일
우선 신청서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I-20은 연방 법에 따라 Fedex를 통해 학생의 주소로 직접 배송됩니다. 추적 번
호는 신청 에이전트에게 전송됩니다.

승인 이메일을 받으면 I-20의 발급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intlrecr@fredonia.edu 

4. I-20를 받기

https://www.fredonia.edu/sites/default/files/section/academics/graduate-studies/_files/FSA-4.pdf
https://www.fredonia.edu/sites/default/files/section/academics/graduate-studies/_files/FSA-4.pdf
https://www.fredonia.edu/academics/colleges-schools/school-music/music/grad-audition-reqs
http://www.naces.org/members
https://connect.fredonia.edu/yourconnection/spkz_grad_app.form
http://fredonia.edu/
http://fredonia.edu/
http://fredonia.edu/


오디션, 포트폴리오 및 인터뷰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SCHOOL OF MUSIC을 위한 요구 사항

음악, 음악 교육, 음악 공연, 음악 작곡, 음악 치료 및 녹음 기술에 대한 오디션 요구 사항

THEATRE AND DANCE을 위한 요구 사항

뮤지컬 연기, 무용, 연기, 연극 제작 및 디자인에 대한 오디션 요건

VISUAL ARTS AND NEW MEDIA을 위한 요구 사항

애니메이션 및 일러스트레이션, 세라믹, 드로잉 및 페인팅, 영화 및 비디오 아트, 그래픽 디자인, 사진 및 조

각에 대한 포트폴리오 요구 사항

https://www.fredonia.edu/academics/colleges-schools/school-music/music/audition-requirements
https://www.fredonia.edu/academics/colleges-schools/college-visual-performing-arts/theatre-dance/audition
https://www.fredonia.edu/academics/colleges-schools/college-visual-performing-arts/visual-arts-new-media/admissions


4. 24 시간 기다립니다 ... 학생 탭으로 이동하여 마이 하우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지금 신청하세요!라는 탭이 있습니다.
Housing Application이라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University
Village Townhouses를 선택하십시오.
(https://www.fredonia.edu/student-life/residence-
life/new-student-application)

승인을 받았다면
5. 필수 오리엔테이션 및 선택적 공항 셔틀 서비스 등록:
https://www.fredonia.edu/student-
life/international-student-services/orientation-and-
arrival

1. 해당 사이트에 접속
https://connect.fredonia.edu/yourconnection/

2. 이메일로 전송되는 F #과 6 자리 생일 인 PIN (MMDDYY)으로 로
그인합니다.

3. 입학 지원자 탭으로 이동하여 보증금 지불 링크를 클릭하고 주택 보
증금을 지불하십시오. 
 (https://www.fredonia.edu/admissions-
aid/admissions/how-pay-your-deposit)

a. 오리엔테이션은 수업 시작 일주일 전입니다. 그에 따라 비행
을 계획하십시오.

6. 예방 접종 기록을 이메일로 health.center@fredonia.edu

a. MMR x2 및 TB 테스트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가능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예방 접종은 도착 후애 받을 수 있
습니다.

7. 밀 플랜에 가입: https://fsa.fredonia.edu/login.aspx?
ReturnUrl=%2FmyFSA

https://www.fredonia.edu/student-life/residence-life/new-student-application
https://www.fredonia.edu/student-life/international-student-services/orientation-and-arrival
https://connect.fredonia.edu/yourconnection/
http://fredonia.edu/
https://fsa.fredonia.edu/login.aspx?ReturnUrl=%2FmyF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