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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학부/학생부  
 

만일 어떠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79 New Montgomery 4층에 위치한 국제입학부/학생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영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방문이 (415-274-2208) 가능합니다. 또한 F1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Website 이나 Student & Academic Policy Handbook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국제학생부는 교육 진행사항, 기대,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등록: 국제 학생 어드바이져는 출석, 영어 보조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 이민법:  국제학생부는 비자나 I-20, 전학, 미국 이외의 국가 방문, 노동허가, 그리고 미국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항에 대한 걱정이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센터입니다.                              

 

 

국제 학생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미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관계된 이민법에 대해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에 대해 

배우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책임을 돕기 위하여 국제학생부는 어떠한 필요한 이민 서류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 생각하는 다른 학생들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국제학생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두통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부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에 들리시거나 website 와 FAQ section 를 체크해 보십시오. 

 

국제 학생부 상담시간 

(약속 없이 방문 가능) 

 

월요일, 수요일 & 금요일 

3:00 PM to 5:30 PM 

 화요일 & 목요일 

9:30 am to 12 pm 

 
 

다음 사항은 미국에 있는 동안 F-1 학생신분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정보에 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제 학생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F-1 신분유지 
 

F-1 학생은 미국입국시 잘 알려진 “신분 유지 기간 (D/S)”동안 체류가 허락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F-1 신분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 F-1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은 반드시: 

 

 학생들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부생은 기본 12 학점 이상, 대학원생은 9학점 이상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학생신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름학기는 선택사항이므로 방학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ttp://my.academyart.edu/internationalstudents/index.html
http://my.academyart.edu/internationalstudents/index.html
http://www.academyart.edu/assets/pdf/catalog_supplement_and_academic_policies.pdf
http://my.academyart.edu/internationalstudents/index.html
http://www.academyart.edu/faqs/faqs-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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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학기가 첫 학기이거나 휴학 후에 돌아오는 학생들은 여름학기를 풀타임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름학기 풀타임은 6학점으로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오직 하나의 온라인 클래스 (3 학점) 만이 학기 당 풀타임 규정에 해당됩니다. 여름학기는 선택으로 

간주되므로 재학생들은 여름학기 기간에 한 클래스보다 더 많은 온라인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사항은 새로운 학생이나 휴학 후 돌아오는 학생, 마지막 학기가 여름학기인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점 이수를 하였고 OPT를 신청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학생들은 intersession에 

온라인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 전공 전 필수 과목 이수 또는 마지막 학기 등의 이유로 학생들은 

풀코스보다 적게 등록되는 것이 허락될 수 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풀코스보다  낮은 학점 등록시 반드시 

국제학생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할 시엔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3 번 이상 결석시에는 수업으로부터 제명당할 것이고 신분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에 실패한 것은 학생의 SEVIS 기록을 종료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행동이나 일에서 정직성, 진실성, 전문성을 지닌 양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행동강령에 관한 규제나 법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대학으로부터의 제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소한의 학점인 GPA 2.0 (평균)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학점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사경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학기에는 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F-1 신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자나 신분, 주소변경, 전공변경이나 프로그램 변경 등 어떠한 변화나 문제가 생겼을 시, 반드시 10일 

안에 국제학생부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는 한 항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십시오.  

 

 직업훈련, 다른 학위 준비, 전학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학위를 이수한 뒤 60 일 이상 

체류하지 마십시오. 학위 수료 전의 휴학의 경우 반드시 미국을 15 일 안에 떠나야 합니다. 신분유지 

결격에 의한 제적의 경우 미국체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당장 떠나야 합니다.  

 

 노동허가를 얻은 학생 이외에 학교 밖에서의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I-20, Form I-94, 여권 
 

I-20는 공식적인 서류로써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의 학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Form I-94는 출입국 기록입니다. I-94는 날짜 이외에도 출입국 공항, 신분, 체류기간을 제공하여 줍니다. 

미국 국경세관에서는 전자문서로 I-94를 발급할 것입니다. I-94 사본을 원하시면 www.cbp.gov/I94 로 

가셔서 프린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입국시 웹사이트에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여권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고 만료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민법에 의하면 항상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영사관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http://www.cbp.gov/I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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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데이타베이스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관련된 비이민 국제학생들의 정보와 

미국내에 출석하는 학교를 관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국제학생으로서 정보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국제학생부에 10일 안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명서 

 

국제학생부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출석) 

- 학비 내역 증명서 (학비산정) 

- 군대 연기 

- 관광비자  

- 여권 갱신 

- 캘리포니아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셜 시큐리티 넘버 (노동허가가 있는 학생들만 해당) 

- 가족/친구 초청 

 

5 일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온라인 (online)으로 신청해주세요.  

 

 

여행 그리고 재입국 

 

만일 미국 외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학생부의 담당자에게 I-20 세번 째 장에 사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F-1 비자를 신청하거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의 사인만 

유효합니다.  

                                              

국제학생부로 I-20를 가지고 오십시오. 보통 사인을 받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만일 학사경고를 받았다면 최근학기 성적이 나올 때까지 I-20 에 사인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적을 

당하지 않는다면 I-20 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미국 외로 여행을 간다면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하셔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국제학생부 담당자의 사인이 3번째 장에 있는 유효한 I-20 

- 재 입국시 6개월 이상 만료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유효한 F-1 Visa  

 

만일 F-1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미국으로 재입국 전에 곧 만료가 된다면 미국대사관에 연락을 해 갱신해야 

합니다. F-1 비자 갱신은 오로지 미국 외에서만 가능하단 걸 명심하십시오. F-1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제학생부 담당자의 사인이 3번째 장에 있는 유효한 I-20 

- 재 입국시 6개월 이상 만료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AAU 성적증명서 (Records Office에서 신청 가능) 

- AAU 비자 발급 레터 (Int’l Student Services에서 신청 가능) 

- 최근 재정 증명서 

- F-1 비자 갱신 국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http://www.ice.gov/sevis/students/
http://www.dhs.gov/
https://www2.academyart.edu/forms/letter-request-form.jsp
http://my.academyart.edu/studentresources/registrar_transcripts.html
https://www.academyart.edu/forms/letter-request-for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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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신분증 &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 신분증 은 미국에 사는 동안 굉장히 유용한 신분증입니다. 나이 증명, 수표 발급시, 또는 

일반적인 사진 대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I-20, I-94, F1 

비자, 그리고 거주증명서를 가지고 차량관리부(DMV)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주증명서는 아마도 

집계약서 또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관리비 영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California DMV를 방문해 주십시오. 

 

운전면허증: 미국에서 어느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자국에서 가져온 면허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California DMV를 방문해 주십시오. 온라인 상에 DMV가 

제공하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DMV 연락처: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San Francisco) 

                      1377 Fell Street (at Baker) Phone: 415.557.1170    

 

중요: DMV에서 아마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생들은 SSN을 

부여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은 예외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부에서 레터를 발급받아 DMV 

약속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SSN) 
 

소셜시큐리티 관리부에서는 오로지 고용 이유로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계좌 개설, 핸드폰 개설 용의 용도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F-1 학생들이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USCIS에서 발급받은 노동허가 문서(EAD card)가 있는 경우 

- 허가받은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I-20가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일을 제공한다는 서류가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학생 건강  

 

미국에는 사회적인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만일 의료보험이 없다면 의료시설을 사용시 사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몇천불, 몇만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보험가입이유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금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6 또는 그 이상의 학점에 등록한 모든 F-1 학생들은 자동으로Aetna 학생 의료보험에 등록됩니다. 보험을 

이용하여 병원방문, 의료, 사고, 병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봄학기와 가을학기 시작할 때 보험비가 

청구됩니다. 여름에는 의료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입니다. 봄, 가을학기에 3학점만 신청한 경우 및 

여름학기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Student Health Insurance Request Form 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www.dmv.ca.gov/idinfo/idcard.htm
http://www.dmv.ca.gov/dl/d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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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 발급이나 선호하는 병원 같은 의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AQ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Health Insurance 101 video 를 보시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플랜이나 

관련문의사항이 있으면 healthinsurance@academyart.edu 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응급상황인 경우 Dignity Health Centers 방문하여 가까운 클리닉을 찾도록 하십시오. 체크인은 

온라인인으로 하거나 그냥 가셔도 됩니다. 보험카드 가져가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카드를 안 

받으셨다면 전화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Aetna Student Health Insurance.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의사와 약속을 미리 잡고 보험 웹사이트에 가셔서 보험사와 연관된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문의하나요? 

일반 문의 : healthinsurance@academyart.edu 

청구서 문의: ar@academyart.edu 

클레임 문제: studentservices@jcbins.com 

 
 

응급 상황 연락처 
 

화재, 경찰, 구조, 응급 상황   911 

 

생명이나 부동산의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시에는 911 으로 전화하십시오. 911으로 전화시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십시오. 교환원에게 위치와 상황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전화를 끊으라 할 때까지 끊지 

마십시오. 

 

 비응급상황 경찰   415.553.8090 

비응급상황 화재구조                    415.861.8020 

 비응급상황 앰뷸런스     415.695.6600 

 

 

문화 충격 
 

모든 입학생들의 첫 날은 적응기간입니다. 특별히 국제 학생들에게는 더욱 사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순간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경험들에 대한 네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허니문: 모든 것이 좋고 아무 것도 틀린 것이 없다.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충격: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한국과는 수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지 생각 못했다.   

조절: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고 자신의 믿음과 통합시키려 노력한다. 

수용:  경험하고 있는 다른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로 문화 충격을 겪게 됩니다. 문화 충격의 증상들은: 과도한 

향수병, 지루함, 사람과의 격리, 우울증, 두통, 식욕부진, 이유모를 울음, 일과 학업 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문화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ilto:healthinsurance@academyart.edu
mailto:healthinsurance@academyart.edu
mailto:ar@academyart.edu
mailto:studentservices@jcb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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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이 되라. 방을 나서거나 아파트 밖으로 나서면, 직접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핑몰이나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공공장소를 방문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친구를 만들어라. 말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짐으로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동하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음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감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카데미는 캠퍼스 레크레이션 클래스(recreation classes)를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운동부(Athletic Department)도 있습니다.  

 

사회 활동. 친구들, 반 친구들, 레지던트 보조 혹은 다른 미국친구들과 미국에 있는 동안 사회에 일원이 될 

수 있는 사회활동, 종교 모임, 자원봉사에 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영어 공부를 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면 문화를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속어가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인내하라. 많은 국제학생들이 여기 있는 동안 많은 방법으로 문화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냥 문제를 

인지하고 본인에게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본인 자신이나 겪고있는 친구에게 이 단계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강의실 주의 사항 

 

학기를 지내면서 중요시 해야 하는 몇 가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학기 초에 선생님에게 가서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선생님의 이름을 인지하고 어떠한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십시오.  

 

2. 결석하지 마십시오.  

 

3. 반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의 언어가 

아닌 반 친구들과 교류하십시오. 자신이 놓칠 지도 모르는 과제를 위해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4. 매 학기마다 본인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져(150 Hayes Street에 있는 학생서비스부)  또는 전공학과장을 

방문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알게 하십시오.  

 

5.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문들을 하십시오, 도서관과 그 

정보에 대해 배우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까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모릅니다. 질문, 질문, 질문! 

 

6. 사회 교류를 위한 학생 그룹이나 클럽(student group or club)에 가입하십시오. 얼마나 바쁘던지 간에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하루를 쉬도록 하십시오. 이것 또한 학교에서 새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격려나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가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좋은 시간으로 이끌 것입니다.  

 

 

http://my.academyart.edu/studentresources/campusrec.html
http://artuathletics.com/index.aspx
http://my.academyart.edu/campus-lif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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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수업을 위한 영어 (EAP)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는 아트수업을 목적(EAP)으로 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EAP 수업은 

학부생/BFA과 대학원생/MFA 모두에게 5 레벨이 있습니다. 이 수업들은 아카데미에서 성공적으로 학위를  

 

마치기 위한 기본적인 예술용어와 언어기술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자신의 

적합한 영어레벨을 정하기 위해 시험을 볼 것입니다.  시험 이름은 ACCUPLACER이고 컴퓨터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보기 전에 시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연습을 하고 싶다면 ACCUPLACER website를 

방문하십시오. 전에 영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학생 셀프 서비스 

 

“Student Self Service” 에 로그인 하면 온라인으로 자신의 어카운트에 매일 24시간 동안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비수납, 4개월 할부 선택, 수업시간이나 성적 조회, 연락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센터(ARC)  

 
학생지원센터는 교육성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 학생들이 전문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아카데미에서의 전 교육 과정에서 

학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Phone: 415.618.3917 Writing Lab: 415.618.3920 

Fax: 415.618.3805 Speaking Lab: 415.618.3917 

E-mail: arc@academyart.edu   

              Web:  http://www.academyart.edu/students/my-academy/academic-resources  

 

 

캠퍼스 수업 지원 
    

학생지원센터는 방문이나 약속에 의한 일대일 지도를 제공합니다. 학업방법이나 시간분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캠퍼스 안이나 밖에서의 도움도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자세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RC 개인지도: 워크샵에 보조되는 AAU 교수진에게서 무료로 제공되는 적합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적인 일대일 지도 

 

 영어 지원 서비스: 지정된 곳에서 국제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강의실 안 언어지원. 주중 스터디 

그룹과 일대일 지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강의실 서비스: 문서로 기록된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소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강의실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말하기 실습: 모든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에 대한 보조, 국제학생들을 위한 발음 연습이나 대화 

그룹에 대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주 중 한 시간, 약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작문 실습: 모든 학생들에게 작문 과제에 대한 보조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보고서 워크샵 

 

http://www.testprepreview.com/accuplacer_practice.htm
http://www.academyart.edu/login
file:///C:/Documents%20and%20Settings/aekkaia/Local%20Settings/Temporary%20Internet%20Files/Content.Outlook/YXQBREA8/arc@academyart.edu
http://www.academyart.edu/students/my-academy/academic-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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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클래스 지원 
 

*  영어 지원 서비스: 첫 온라인 수업에 긴장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고 로그인 방법, 수업 참여, 토론 참여, 과제 제출, 학생지원서비스  Student 

Support Services접속에 대하여 배우십시오.    

 

*  온라인 작문 실습(OWL): 온라인 작문 실습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작문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영어 선생님들이십니다. 학생들은 에세이나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토론 응답을 제출할 수 있고 

학생들이 특별이 취약한 컨텐츠, 구성, 문법이나 다른 작문 요소에 대하여 피드백이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  온라인 학생 지원(OAS): 온라인 학생지원 어드바이져들은 학생들의 온라인 공부방법과 전략, 

시간분배, 교수진들과의 효과적 소통, 수업 토론 참여를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다른 지원 서비스를 알게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또한 각 학기마다 방향을 잡아주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접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친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이 직접 요청하거나 교수진들에 의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교수진들에 의해 요청된 학생들은 

수업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온라인 언어지원(OLS): 온라인 언어지원 지도진들은 원어민이 아닌 학생들과 상대하는 

영어선생님들로 온라인 읽기 교재와 과제를 도와줍니다. 많은 ESL학생들이 있는 수업들은 

수업토론 게시판과 이메일 전용의 ESL 페이지를 지원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원 담당자들은 

온라인 개별지도를 계발하고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스터디 그룹을 제공합니다. 언어지원이 없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정보     

 

만일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는 동안 살 곳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하우징 

오피스에 연락을 하십시오. 하우징 오피스는 몇 군데의 on-campus (기숙사와 아파트) 와 off-campus 

주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주소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또는 편지를 주십시오: 

 

Housing Coordinator 

 

Housing Office –1st Floor Tel: 415.618.6335 

Academy of Art University Fax: 415.618.6276  

79 New Montgomery Street Email: housing@academyart.edu 

San Francisco, CA 94105 Web:  http://www.academyart.edu/campushousing/index.html 

  

주요 연락처 
 

Accounts Receivable 회계부 150 Hayes Street 618-6429 

Academy Resource Center (ARC) 학생지원센터 79 NM, 3rd floor 618-3917 

ESL Department 영어부 79 NM, 3rd floor 618-3903 

Graduate School 대학원 150 Hayes Street, 5th floor 618-8617 

Housing Department 하우징 79 NM, 1st floor 618-6335 

http://www.academyart.edu/students/my-academy/academic-resources/online-student-academic-resources
http://www.academyart.edu/students/my-academy/academic-resources/online-student-academic-resources
file:///C:/Documents%20and%20Settings/aekkaia/Local%20Settings/Temporary%20Internet%20Files/Content.Outlook/YXQBREA8/housing@academyart.edu
http://www.academyart.edu/campushous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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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 국제학생부 79 NM, 4th floor 274-2208 

Library 도서관 180NM, 6th floor 618-3842 

Records Department 기록부 79 NM, 4th floor, Room 435 618-6454 

Undergraduate Student Services  학부서비스 150 Hayes Street, 4th floor 618-6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