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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하다
개혁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로 선택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교육 철학이 독특하고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 비전
개혁대학은 현재와 미래의 목회자들이 세계에 나가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이로써 전 세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자유케 하소서.
개혁 대학교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학생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하고 효과적인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계.
이 핸드북은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직업적인 미래의 삶을 위해. 교육 과정에서 개혁 대학 학생들,
우리 기관에서 이 문서에 명시된 높은 기대치와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안내서. 학생들이 에 포함된 정보에 익숙해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핸드북.
탑승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관이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박재식
개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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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설명
리폼드 대학교는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규칙, 정책 및 지침을 알려줍니다.
학생 핸드북, 학업 과정 카탈로그 및 기타 출처.
핸드북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대학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이다
목적, 정책 및
학생 핸드북의 절차.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절차 및/또는 요구 사항은 학생처에 문의하십시오.
요약된 특정 정책은 행동 문제의 전체 목록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그리고 각각은 가장 높은 기독교인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직, 윤리, 도덕의 기준.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안팎에서 스스로 행동하기로 동의합니다.
개혁 대학의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관.
대학은 언제든지 추가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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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게시판 따라
메시지,
이메일
및 공식 RU그러한
웹사이트.
향후 핸드북에 추가할 제안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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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우리의 비젼
개혁 대학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의 목회 지도자와 평신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해외의 지도자들이 세계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술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개혁 대학의 사명은 교회를 건설하고 사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 그리고 이 영으로,
개혁 대학은 비할 데 없는 다문화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함으로써 21세기 리더십 교육을 재정의합니다.
글로벌 관점을 습득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며 영성을 심화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신앙고백
개혁 대학은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확고히 주장합니다.
1646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사도신경.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신성한 영감에서, 무오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오성, 우리 믿음의 기본 표준;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영원하고 초월적이며 전능하고 존재하는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세 위격으로, 그러나 모두는 하나의 본질과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
동일한 본성, 완전성, 속성, 그리고 각각은 정확히 동일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며,
복종. 신성한 삼일성의 첫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속성에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히 존귀와 흠숭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복종.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죄 없는 인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성
기적적인 잉태와 성육신에 의해 유일하게 성육신하신 이후로 한 신-인간 위격으로 연합
처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 모두에서, 그분의 기적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음부에서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에
성경과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대체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육체적 죽음을 통한 세상 죄를 위한 구속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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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지내고 부활하신 후 육신의 승천이 뒤따랐다.
성령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봉하시는 신격의 세 번째 위격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에게 양보하십시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며, 현재와 활동 중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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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며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도록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느니라
사실성
우리는 원시 역사에 대한 성경 기록의 완전한 역사성과 명료성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문자적 존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 바벨탑에서 국가와 언어의 기원.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모이게 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시나니 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요
일반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에 사역과
신자의 집합과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개인적인 구원
오직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그분의 인격과 일에서.
마지막 것들
죄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미래, 인격적, 육체적 재림,
그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일에서 그의 목적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영원한 보상과 형벌이 있는 창조와 구속. 구원받은 의지와 잃어버린 의지
부활하다; 구원은 생명의 부활에, 잃어버린 자는 생명의 부활에
저주.
창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소서.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행위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영적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과 물질이 없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진화 과정, 기존 시공간 우주 및 모든 기본 시스템의 생성
그리고 창조 주간의 문자적인 6일 동안의 유기체의 종류.
사탄
우리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존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참소하는 자 곧 그를 위하여 영원한 형벌이 예비된 자니 거기 밖에서 죽는 자가 다 거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 속에 감금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원래
완벽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타락하여 마귀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적이며 그와 함께 쓰러진 천사의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과 패배를 당하고 예수의 재림 때 그의 궁극적인 운명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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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철학
개혁 대학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지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커리큘럼은 그리스도의 영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1. 그리스도 중심
2. 성경에 근거함
3.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학위 및 비 학위 프로그램과 학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4. 학문적 우수성 추구
5. 기독교인이며 기관의 교리적 신념을 따르는 교수진이 가르칩니다.
6. 양질의 고등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진의 강의
7. 적절한 학력을 보유한 교수진의 지도
8. 학업 및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교육
9. 학문적 훈련과 기독교적 헌신을 통합하도록 설계
10.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독교적 믿음에 기초함.

기관 목표
• 각자의 목회적 소명을 위해 학생들을 형성하는 데 교회와 함께 참여하기
교회와 세상에서 신학 교육의 모범을 제공함으로써
개혁된 전통
•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기독교 원칙에 헌신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자들이니라"
• 기독교 교양 교육을 포스트모던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와 연관시키기 위해
• 지식과 영성을 결합하여 우리 존재의 온전함과
인생의 관점
• 미국과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회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봉사하는 것. 결국 우리 학문
우수성, 학습된 지식과 영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지식을 사회에 활용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eformed University는 몇 가지 교육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학생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한다.
• 성경에 대한 철저하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을 목양한다.
영감을 받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 학생들이 다음의 내용을 충실하고 실용적이며 복음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위한 성경;
• 학생들에게 성경, 조직, 역사 및 실제 신학의 모든 영역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1646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신앙과 교리문답
• 학생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헌신적, 영적, 지적, 전문적 사역자
•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역의 강점과 능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을 제공하여 설교, 예배,
상담, 대인 관계 기술 및 교회 행정, 지원 및 지원
미래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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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학생 학습 결과
개혁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든 학업 프로그램은 신앙 선언문과 일치하며,
사명과 목표,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 결과가 기대됩니다.
• Master of Divinity와 같은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은
신학 훈련, 그리고 학생들은 지도자로 형성 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문적 우수성, 비판적 성찰, 충실한 증언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 졸업생은 글로벌 문제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리더십 기술을 습득합니다.
(교회 또는 사업)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변화와 인류의 복지를 통해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영적 현실과 관계.

유효성
Reformed University의 주요 목표는 모든 면에서 효율성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캠퍼스 생활. 진행 중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평가, 전략 계획 및 예산 계획 주기
기관은 사명과 목표에 중점을 둡니다. 제도적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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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서비스, 행정 서비스, 시설 관리 서비스 및 학생 서비스,
이러한 모든 서비스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혁대학이 추구하는
지속적인 평가, 전략적 기획을 통한 성공적인 제도적 효과성
및 예산 계획. 를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 효율성 사무국이 발족되었습니다.
이 평가 주기와 교무처는 교육 목표,
철학과 명시된 목표는 학교의 사명과 전반적으로 일치합니다.
학습의 결과는 학교의 사명과 일치하며 각 프로그램은
명시된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업의 일반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교수진은
잘 조직된 강의 계획서, 모든 졸업생 및 비 졸업생의 출구 인터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완료하고 지역 부처 및 조직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기관의 졸업생을 고용하십시오. 또한 각 학급의 각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매 학기 말에 강사를 평가합니다. 각 교수진은 학생을 평가합니다.
시험, 보고서 등의 직접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차별 금지 선언문
개혁대학교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연령, 유전 정보, 장애 또는 보호 대상 재향 군인으로서의 지위.
대학의 차별 금지 정책은 고용 과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입학 및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다른 모든 측면. 또한 이 정책은
성폭력과 성희롱(성차별의 형태)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 행위가 개인의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학 내부 및 외부에서
교육 또는 직장 경험 또는 전반적인 캠퍼스 환경. 모든 사람에 대한 보복
차별에 대한 불만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차별에 가담하는 사람
조사 또는 기타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리폼드대학교의 민권법 제6편 적용에 관한 문의사항
1964년, 1972년 교육 수정안 타이틀 IX*, 미국 재활법 섹션 504
1973, 1990년 미국 장애인법 또는 기타 민권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혁대학 교무처로.
*Title IX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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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가치 및 기준
이사회, 교수진, 직원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 개혁주의 비전, 사명, 목표 및 발전에 전념
대학교
• 현재와 미래의 목회자들이 세계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전 세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된
• 성경의 무오성과 다음에 요약된 개혁주의 신앙을 확고히 고수하십시오.
1646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사도신경
• 하나님의 말씀이 검색을 지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명료성을 추구합니다.
진실; 업무 수행의 우수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라.
그들의 보살핌과 지시 아래
•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 발전에 대한 헌신을 장려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
• 효과적인 직업 사역 훈련과 훈련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육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학자
• 인종과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합니다.
기타 사회경제적 속성
• 직업 생활의 모든 측면에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삶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대학 생활, 그리고 기독교인의 소명과 봉사에 헌신;
• 비즈니스 관행 및 광고 표준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무결성 구축
기관의
• 대학에서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장애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1973년 재활법 섹션 504에 따라 개혁 대학은 다음을 추구합니다.
장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와 접근을 제공합니다. 학생처
대학에 대한 장애 학생의 숙박 요청을 조정합니다. 학생
특별한 주의나 편의가 필요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학생 사무국은 가능한 한 빨리 장애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숙박”을 요청합니다. 학생들은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애의 성격 및/또는 특별 요청
2. 장애 또는 특별한 필요를 입증하는 모든 문서
3. 특별 편의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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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 및 광고 표준의 진실

Reformed University는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과 광고 표준을 존중하여
기관의 신뢰성과 무결성. 따라서 개혁 대학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광고에 있어 진실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존중합니다.
• 기관의 비즈니스 관행(회계 등)에서 기만적인 요소를 피하기 위해.
개혁 대학은 FTC의 사기 정책 성명을 따릅니다(www.ftc.gov 참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기만적인 광고와 관련하여 이 정책
온라인, 인쇄물, 텔레비전 등 모든 마케팅 매체에 적용됩니다. 개혁
대학은 인터넷상의 광고 또는 판촉 주장이 반드시
진실하고 입증되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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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20 USC § 1232g; 34 CFR Part 99)은
학생 교육 기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교육부의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기금을 받는 학교.
FERPA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들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그 이상의 학교에 다닐 때 학생에게 권리 이전
고등학교 수준. 권리가 양도된 학생은 "적격 학생"입니다.
•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생의 교육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기록. 학교는 기록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 거리 등의 사유로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기록을 검토합니다. 학교는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가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록에 따라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공식 청문회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후
청문회, 학교가 여전히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기록과 함께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
•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부모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그러나 FERPA
학교가 동의 없이 해당 기록을 다음 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다음 조건(34 CFR § 99.31):
•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전학하는 다른 학교;
• 감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지정된 공무원;
•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 조직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학교;
• 인증 기관;
•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 보건 및 안전 비상 사태의 경우 해당 공무원; 그리고
• 특정 규정에 따라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에서 주 및 지방 당국
주법.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장소, 명예 및 수상, 출석 날짜. 하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주소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이 학교에 디렉토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
그들에 대한 정보. 학교는 매년 부모와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FERPA에서. 실제 통보 수단(특서, PTA 게시판 포함, 학생
핸드북 또는 신문 기사)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깁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1-800-USA-LEARN(1-800-872-5327)으로 전화하십시오. TDD 사용자는
사용 연방 릴레이 서비스를, 또는 다음 주소의 FCP 사무소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정책 준수 사무소
미국 교육부
400 메릴랜드 애비뉴, SW
워싱턴 DC 20202-85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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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소개
배경 및 연혁
정립 장로교 총회 신학교, 서울, 한국에 설립
1984년 9월 교단의 기관으로서 개혁개신교(Reformed
신학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설립된 개혁 대학교:
1984 - 정립 장로교 총회신학대학교 설립,
이후 약 1,700명의 학생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대한민국 서울
1,200명의 목사. 한국에서만 이 졸업생들이 800개 이상의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교회와 130명의 선교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1992 -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설립된 개혁신학대학교
교육 신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1998 - RTU는 Pacific Union Accrediting Association of Christian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College & Seminaries, 그리고 신학교의 편입 학점이 인정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06 - 기관을 미국 조지아주로 이전하여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태. 3개동 17에이커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운영
사무실 공간, 강의실, 예배당 및 기숙사로.
2009 - 미국 조지아주 덜루스에 10,000제곱피트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구입했습니다. 새 시설
본당, 3개의 강의실, 사무실, 친교실, 도서관이 있습니다.
2011 - 종교가 없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정식 승인
조지아 비공립 고등교육위원회(GNPEC) 기관
2013 - 1724 Atkinson Rd., Lawrenceville, GA 30043의 새 시설로 이전
2014 - GNPEC는 신학, 기독교 교육,
신학 연구, 문화 간 연구 및 사역 및 학부
기독교 교육, 신학 연구 및 문화 간 연구 프로그램 및
내각
2014년 4월 - 기관 이름이 공식적으로 "Reformed University"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4월 - 리폼드 대학교가 카테고리 III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TRACS 인증 위원회의 기관
2016년 11월 - TRACS 인증 위원회가 카테고리 III 인증을 수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 TRACS 인증 위원회가 경영학 석사를 승인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
2019년 4월 - TRACS 인증 위원회가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2020년 4월 및 7월 - TRACS 인증 위원회가 3명의 석사 학위를 승인했습니다.
리더십, 신학 연구 및 문화 간 연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개혁 대학은 현재 다음과 같은 고등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Georgi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의 승인 및 승인
(GNPEC) 및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TRACS):
학부 학위 프로그램
신학 연구 학사(BATS)
경영학 학사(BABA)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신학 석사(MDiv)
신학 연구 석사 (MATS)
이문화 연구 석사(MAICS)
교양 연구 석사(MA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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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개혁 대학은 기독교 대학의 초국가적 협회의 회원이며
학교(TRACS),
2016년 11월 1일 TRACS 인증 위원회. 이 상태는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최대 5년이며 2021년 갱신 대상입니다. TRACS는 미국에서 인정합니다.
교육부(USDE), 고등 교육 인증 위원회(CHEA) 및
고등 교육의 품질 보증 기관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QAAHE).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
15935 Forest Road, 포레스트, 버지니아 24551
전화: (434) 525-9539
팩스: (434) 525-9538
http://www.tracs.org/
info@tra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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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대학교는
위치 애틀랜타 북동부 교외 지역인 로렌스빌 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폼드
애틀랜타 대도시권의 인구는 570만 명 이상이며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이 지역의 한인 인구는 50,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NS
대부분의 한인들은 풀턴의 DeKalb International Corridor 주변에 거주하며,
DeKalb 및 Gwinnett 카운티. 따라서 개혁 대학은 중앙에 위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및 한인 커뮤니티 및 기타 많은 국제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인구.
애틀랜타는 국제 이민의 주요 중심지로 활기차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활기찬 예술 현장, 많은 아름다운 공원과 랜드마크. 그것은이다
코카콜라를 포함한 여러 주요 Fortune 100대 기업의 세계 본사가 있는 곳
Cola Company, Home Depot, Inc., Delta Airlines, AT&T Mobility, Newell Rubbermaid 등
다른 많은 주요 회사 및 기업과 마찬가지로. 애틀랜타는 주요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Lake Lanier, Chattahoochee-Oconee 국유림 및 아름다운
애팔래치아 트레일(Appalachian Trail)의 남쪽 끝과 많은 곳이 있는 조지아 북동부 산맥
다른 하이킹 코스, 캠핑장, 강, 호수. 많은 유적지와 관심 장소는
남북 전쟁 랜드마크, 마가렛 미첼 하우스, 펀뱅크를 포함한 도시 안팎
자연사 박물관, High Museum of Art, 조지아 수족관, CNN 센터 및
미국 시민권 운동의 역사적인 교회와 랜드마크의 수가 많았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시설
개혁 대학의 주요 행정 및 교육 시설은 1724 Atkinson Rd.,
조지아주 로렌스빌. 캠퍼스는 17,000명이 넘는 2층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곱피트의 공간과 과외 활동을 위한 추가 3600제곱피트의 건물.
이 시설은 8에이커 이상의 부지에 약 400개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주방, 식사 공간 및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시설은 Sugarloaf Parkway와 I-85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높은
학문적 목적에 도움이 된다. 강당, 다양한 크기의 교실,
도서관, 상담 및 시험을 위한 사무실, 교수진 및 행정 관리 사무실,
정보 서비스 데스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인터넷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컴퓨터실, 캠퍼스 전역의 무선 인터넷 접속.
10

16페이지

개혁 대학

학생 핸드북 2020-2021

도서관
리폼드 대학교는 연구와 연구를 위한 실용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8,000권의 책과 참고 도서가 메인 캠퍼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리폼드 대학교 커리큘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주제 영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의 학업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보다 편리한 이용과 이용을 위해
캠퍼스 커뮤니티에서 문화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도서관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 대학의 컬렉션은 특히 성경 연구에 강합니다.
지역. 모든 책은 바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사명 선언문
리폼드 대학교 도서관의 사명은 정보 서비스와 성경적
개혁 대학의 학술 및 정보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커뮤니티를 요청하고 조직하여 대학 외부의 사람들과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인쇄 및 비인쇄 자원의 우수한 컬렉션을 유지 관리하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지침 및 지원
평생 학습과 지적 탐구를 촉진하는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도서관 목표
도서관의 목표는
• 수업 및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수집
•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액세스를 위한 리소스 구성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지식과 정보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 지식 및 정보 연구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 학문적,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유지한다.
• 지역사회의 문화적, 학문적, 영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
•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간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도서관 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를 구축합니다.
가상 라이브러리
개혁대학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구정보시스템 이용 가능
도서관 및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대의 추가 컴퓨터
컴퓨터실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리폼드 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장서를
접근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도서관 장서를 위한 전통적인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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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과 연구자들이 도서관 자원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eformed University
학생들이 무료 웹 검색,
전자 사이트 및 전자 책 컬렉션. 리폼드 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 참조
자세한 정보는 https://runiv.edu/library/를 참조하십시오.
종교 전자 자원은 약 260개에 대한 액세스와 함께 ProQuest에서 제공합니다.
전문 학술지, 무역 저널, 잡지, 신문 및 비디오 콘텐츠. NS
도서관은 EBSCOHost의 종교 및 철학 컬렉션 및 비즈니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엘리트 데이터베이스를 RU의 전자 자원에 제공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출판물, 저널, 기사, 논문 등. 리폼드 대학교(Reformed University)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
책과 연구 자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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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개발
사서의 일차적 책임은 다국어 도서의 취득 과정을 감독하거나
참고 자료, 특히 주로 한국어 제목. 사서가 접수
교수진, 직원, 학생, 동문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의 추천. 의 선정
시청각 컬렉션을 포함한 인쇄 및 비인쇄 자료에 대한 취득은 공유됩니다.
도서관과 교수 출판 위원회 사이. 교수진과 직원들은
교과서, 독서 자료, 저널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도서관 구입 요청을 제출합니다.
교수 추천은 컬렉션 개발 선택에서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순환 서비스
순환 데스크는 도서관 입구에 있습니다. 동안 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위치에 대한 지시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운영 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순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서가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타이틀의 체크아웃 상태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닫은

시간은 여름, 학기 사이, 공휴일에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변경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영 시간의 변경 사항은 두 가지 모두에 게시됩니다.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및 도서관 부지 내 공공게시판에서
유통 정책
학부

체크아웃당 최대 10개 품목,
유통기한 1개월,

재학생
직원

2 1개월 갱신
5품목 2주 2주 2회 갱신
10품목, 1개월, 1개월 갱신 2회

커뮤니티 방문자

5품목 2주 2주 2회 갱신

분류 체계
책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시스템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렬됩니다.
다음 개요는 광범위한 과목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분류개요
일반 작업
100 철학
200 종교
0

300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500 기술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이러한 광범위한 분류 그룹은 더 구체적인 범주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분류 번호 200(종교)은 다음 범주로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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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기독교 신학, 교리 신학

232
233

기독론
성경

234

경건 문학, 종교 생활

235
236

설교, 선교학, 기독교교육, 사역
교회론
예배, 의식 및 성사

237
238
239

기독교 교회의 교단과 분파
유태교

책에는 책의 서가 위치를 결정하는 분류 번호가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통화 번호"로 알려진 이 번호는
책의 등뼈이며 책의 "주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책의 전화번호는
분류 번호, 저자 편지 및 제목 편지로 구성됩니다. 전화번호
따라서 Lyle E. Schaller의 사역에 대한 새 컨텍스트는 235.3 S298T가 됩니다.
235.3 (사역에 대한 분류 번호)
S298T("S"는 저자의 첫 글자, "T"는 제목의 첫 글자*)
*한국의 분류 체계에서는 Dewey Decimal이나 Library of Congress와 달리
분류 체계, 제목의 시작 부분에 있는 관사("a", "an" 및 "the")는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제목의 일부가 됩니다.
많은 책이 동일한 분류 번호를 가지며 저자 및 제목별로 정렬됩니다.
번호 내.

컴퓨터 실
Computer Lab은 정상 업무/관리 시간에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선착순. 컴퓨터 지원은 요청 시 Computer Lab Assistant에서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장비의 사용은 Computer Lab Assistant 또는
정보 기술 이사(가능한 경우에 한함).
학생 컴퓨팅 시설에는 개방형 랩 환경에 10대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학생 사용. 인터넷 및 인쇄 액세스가 제공됩니다. 연구실은 학생과 방문객에게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컴퓨터실 입학
Reformed University 컴퓨터 랩은 다음을 인정합니다.
• 현재 등록된 학생
• 직원 및 교수진
• 일반 대중. 시설을 사용하려면 유효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도서관 계정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 또는 개혁 대학.
네트워크 관리
개혁 대학 정보 기술 부서는 RU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관리자는 사용자의 권리 보호, 정책 설정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일치하고 해당 정책을 사용자에게 공개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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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만들었다.
일반 규칙 및 조건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개혁 대학의 정책입니다.
교육, 연구 및 교육의 기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사용자는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운영 무결성 및 다른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승인 없이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무단 사용 또는 무단 사용 시도를 조장하거나 당국으로부터 은폐
리폼드 대학교의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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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다음의 규칙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및/또는 시설 직원이 결정하는 기간 동안 시설 특권의 상실. 사용자
시설 및/또는 장비에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장비/시설 사용
네트워크 사용자는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 다른 대학에 명시된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교직원 및 직원의 권리에 대한 정책,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해 수립된 특정 정책을 알고 준수
그들은 액세스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전 승인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의 승인. 모든 사용자는 다음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를 공유해야 합니다.
관련된 컴퓨터에 정책을 설정하여 더 중요한 작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동일한 장비의 다른 사용자와 완전히 협력합니다.
• 사용자는 동료 사용자, 시설, 직원 또는 장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식사, 음주 및 담배 제품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컴퓨팅 영역
•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이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퇴장해야 합니다.
시설
• 학생은 교직원/직원 사용보다 우선합니다.
• 분실 또는 도난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게임 정책(아래 참조)은 항상 유효합니다.
개혁 대학 커뮤니티의 어떤 구성원도 기관의 자산을 다음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용. 개혁 대학의 모든 재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제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의 개별 구성원. 개혁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기관의 장비, 용품,
자료 또는 서비스. 근무 시간 중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보상 또는 개혁 대학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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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장비, 용품, 재료 또는 서비스,
개혁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의 행정 단위.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면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개혁 대학 정책 또는 주 또는 연방의 위반으로 징계 조치
심각한 경우 형사 기소를 포함한 법률.
게임 정책
게임을 할 때 모든 사용자는 다음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게임은 시설이용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모든 기계가 사용 중인 경우 및/또는
다른 사용자는 사용 중인 PC에서 특수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을 할 때 게임 사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포기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
• 실험실 직원이 결정하는 피크 사용 시간에는 게임 플레이가 금지됩니다.
및/또는 RU 관리
• 게임 플레이어는 사운드를 끄고 플레이하거나 헤드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게임 플레이어는 특수 장비를 갖춘 기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재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기계에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도메인. 게임 플레이어는 컴퓨터 시설에서 다른 사용자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게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승인 또는 RU 관리 없이
인쇄
인쇄 서비스는 대학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학생 및 교수진에게만 제공됩니다.
클럽 전단지, 뉴스레터, 포스터의 대량 생산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본이 여러 개인 경우
원하는 학생은 자비로 적절한 복사 시설에 가야 합니다.
투명 필름: 오버헤드 투명 시트는 시설의 흑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제공하지만, 프린터의 인쇄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포장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투명 필름은 당사 프린터와 호환됩니다.
특수 용지: 사용자는 자신의 특수 용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명 필름이나 특수 용지에 인쇄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5/100

8/11/2021

개혁 대학
컬러 프린터 또는 컬러 투명 필름 인쇄.
교실 사용 정책
다음 정책의 목적은 시설의 일정 및 사용에 대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 리폼드대학교의 수업시간표에 있는 학점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용
대학 일정 정책에서 승인한 시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한 학기 수업을 예약한다고 해서 결승전 컴퓨터 예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결승전은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 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수업
학기 중 시설은 결선 주간 일정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3. 한 학기로 예정된 과정은 자동으로 다음 학기 또는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 학기마다 수업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4. 다른 관련 부서 및/또는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이 공개된 후 기본적으로 봉사합니다.
5. 수업은 학생 컴퓨터 시설의 운영 시간 내에 예약됩니다.
이 사양을 벗어난 클래스는 시설 조정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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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정책
랩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강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요청 양식 작성
2. 소프트웨어 설치 미디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다운로드를 위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3. 유효한 사용자 라이선스 및 사본 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4. 설치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양식 및 해당 소프트웨어는 2주 동안 제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전에. 더 짧은 리드 타임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선착순으로 설치되며 설치 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테스트할 준비가 되면 강사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RU 컴퓨터에서는 첫 번째 클래스를 사용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테스트하여
학급의 필요에 따라 일한다. 가상 컴퓨터 랩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수업을 사용하기 최소 1주 전에 테스트를 거쳐 규정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업 필요. 컨설턴트는 일반적인 컴퓨터 문제에 대해 사용자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컨설턴트는 설치된 클래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NS
수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원 형식은
강사,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학생 또는 학생이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움말
교수 자신. 추가 질문은 학급 강사 또는
해당하는 부서. 강사가 자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경우
업데이트, 데이터 수정 등의 경우 특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관리자 또는 관련 직원.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에 대한 정책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든 교수든 소프트웨어. 모든 사용자는 개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오용으로부터 통제하고 보호할 책임. 감독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는 대학 정책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허가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에 대한 사본은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거나, 판매용으로, 거래용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무단 복제를 하는 자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학 재산의 절도 또는 오용과 관련하여. 무단 전재 및 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허용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배포는 다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방법률 및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실 정책
• 컴퓨터실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하거나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저작권 데이터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오픈 액세스, 개혁 대학 후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 모든 사용자는 연구실 마감 시간 최소 15분 전에 인쇄 주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프린터의 모든 활성 작업은 인쇄 대기열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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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든 웹 페이지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대학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의 성희롱 정책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나 학업 수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또는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작업 또는 학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은 학업, 작업 완료에 활용됩니다.
과제 및 컴퓨터 기술 향상. 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실 오픈 액세스 사이트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모든 게임 플레이, 둘 다
로컬 및 인터넷에서 최대 사용 시간이 금지됩니다.
• 어느 누구도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의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람, 또는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무엇이든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를 담당하는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아무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암호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분이나 대학과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권한 획득 또는 사용.
• 특정 권한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파일 또는 전자 메일. 이 규칙은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러한 행위를 허용합니다.
• 누구든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파일을 복사,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드 및/또는 다운로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 계약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또는 기타 전자 매체의 배포. 이것
토렌트, P2P 공유 또는 기타 형태의 무허가 배포를 포함합니다.
• 누구도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은밀하게 파괴적인 프로그램 또는 개인 정보 검색 도구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
피해 결과.
• 적절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재구성하거나
모든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의 하드웨어.
• 사용자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대학은 컴퓨터 파일, 전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컴퓨터에 의하여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기타 정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는 대학을 통해 전송하는 메시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시설. 누구도 대학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명예 훼손, 괴롭힘, 외설 또는 위협적인 메시지 또는 모든 통신
법으로 금지된 이온.
• World Wide Web 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자원을 게시하는 자
대학 컴퓨터는 출판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존경한다
자료가 있는 컴퓨터의 허용 가능한 사용 조건 복종할 것이다
모든 관련 법률; 사전 승인 없이 상업 광고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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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요구 사항 및 채플 서비스
예배는 신학교 생활의 영적 중심이며 개혁 대학은
삶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기도는 거룩한 삶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안
매 학기마다 Reformed University는 학점이 아닌 예배 과정을 제공합니다(INS101
INS112를 통해) 대학 커뮤니티에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적 풍요로움. 모든 학생들은 이 예배 과정에 등록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매 학기, 합격/불합격 등급 시스템, 그리고 이수 요건의 일부로
학위 프로그램, 모든 학생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모든 필수 채플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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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
개혁 대학 신실함 및 영적 여정 과정(TRU100 및 TRU500)은
선택 과목으로 제공됩니다. 리폼드 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영적 여정과 개혁주의 이후의 영적 삶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수업
개인적으로 대학. 이 수업에서 모든 사람은 개혁주의 정신을 배웁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각 참가자의 대학.
대학 교목은 교수진과 학생의 도움을 받아 예배를 인도합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십시오. 다른 예배 ser악덕(시작, 부활절 및 추수 감사절)도 제공됩니다.

학생회(SA)
SA는 학생 커뮤니티의 우려에 응답합니다.
대학 활동은 참가자의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교수진, 행정 및
재학생. 협회는 개혁 대학 학생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선출된 학생회. 전체 학생회는 적법 절차를 통해
학생 핸드북과 SA 내규에 따라 학생회 임원과 회원을 선출합니다.
주요 기능은 토론을 시작하고 학생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웰빙 및 학습 환경, 예정 및 승인된 학생 활동 조정
학년 내내, 여학생 클럽 활동 및 결성을 통제하고,
대학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고,
학업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협회가 도와드립니다
지역 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학생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간 중재자 역할
행정 및 개혁 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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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정보
가입
필요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수료가 사무국에 접수되었을 때
입학, 신청서는 입학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NS
입학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승인 승인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입학위원회에서 통지합니다.
결정의 신청자. 개혁 대학에 승인된 학생 지원은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승인일로부터 1년. 모든 지원자는 예외 없이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정보 및 계약:
NS. 학생 공개 동의서
NS. 신앙고백
씨. 윤리적 가치 및 기준
NS. 교육 철학 선언문
이자형. 릴리스 및 할당
학부과정 지원자
NS. 입학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신청서 작성
NS. 환불 불가 신청비
씨. 고등학교 졸업장, GED 또는 기타 수료 증명서의 공증 사본
중등 교육
NS. 공식 성적표, 봉인하여 개혁 대학으로 직접 우송
이자형. 추천서 3장; 신청인의 가정교회 목사 또는
다른 안수 목사, 전직 교사 또는 대학 교수,
다른 사람
대학원 학위 과정 지원자
지원자는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NS. 입학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신청서 작성
NS. 환불 불가 신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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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공식
봉인하여
대학의
직접 우송,
대학성적표를
또는 신학교
기록, 모든
이수한
모든 개혁
과정,대학교로
받은 성적,
4.0 척도에서 2.50의 최소 GPA를 나타내는 학위 취득
NS. 공인된 대학의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본
이자형. 추천서 3장; 신청인의 가정교회 목사 또는
다른 안수 목사, 전직 교사 또는 대학 교수,
다른 사람
NS. 세미나리 교육을 받고 싶은 이유를 기술한 개인 에세이(2페이지 분량)
G. 응용 연구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장 경험 증명(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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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입학 - 유학생
개혁 대학은 SEVIS I-20 양식을 발행할 수 있는 USCIS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학생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NS. I-20 국제 지원자를 위한 신청서
NS. 환불 불가 I-20 신청비
씨. 여권 사본; 현재 비자; I-94
NS. 공식 증명서 및/또는 영어로 번역된 성적 증명서
이자형. TOEFL 성적표(IBT 점수 60점 이상)
NS. 편입 허가서(편입/재학생 전용)
G. 유학생 예방 접종 기록 양식
NS. 유학생 건강 보험 면제 양식
NS. 지원 진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20,000/$25,000)
개혁 대학 카탈로그의 부록을 참조하거나 국제
유학생 입학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 고문.
영어 능력 요구 사항
입학 초기 입학 학생(현재 미국에 있지 않은 학생)
경영학(BABA) 프로그램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을 보유해야 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 등록하려면 인터넷 기반 시험(TOEFL iBT)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TOEFL 점수가 없는 지원자는 영어언어 배치 시험. 배치 시험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허용되기 전에 RU의 영어 지원 프로그램 수업에 참석해야 함
정규 수업에 등록합니다. 개혁 대학은 현재 영어를 Secondary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언어(ESL) 수업.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국제 학생 고문에게 문의하십시오.
토플 점수.
학생들은 개혁 대학의 일부 수업이 한국어와 한국어로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대부분의 수업은 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진행됩니다. 일반 교육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수업은 일반적으로 영어로만 진행되는 반면 상위 수준의 신학 및 신학 수업은
보통 한국어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하기 전에 국제 학생 고문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업 중 언어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GED가 없고 연방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연방 정부는 대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코스워크. 1996년에 처음 시행된 이 혜택 혜택법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 시험은 졸업장 또는 학교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이 치러야 합니다.
외국 기관에서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TAP)을 신청하는 사람
2013년 봄학기 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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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기능-혜택 테스트 및 합격 점수
학생들은 승인된 ATB(Ability-to-Benefit) 시험 중 하나에서 최소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 ASSET 프로그램: 기본 기술 테스트(읽기, 쓰기 및 숫자) – Forms B2, C2, D2,
그리고 E2. 합격 점수: 읽기 35, 쓰기 35, 숫자 33.
• 2201년 ACT(American College Testing) 배치 평가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North Dodge Street, PO Box 168, Iowa City, Iowa 52243.
• 통합 영어 능력 평가(CELSA): 양식 1 및 2. 합격 점수:
CELSA 양식 1 90 및 CELSA 양식 2 90.
• ACTT(Association of Classroom Teacher Testers), 1187 Coast Village에서 사용 가능
Road, PMB 378, Montecito, California 93108-2794.
• COMPASS 하위 시험: 예비 대수학/숫자 능력 배치, 읽기 배치 및
쓰기 배치. 합격 점수: 예비 대수학/숫자 25, 읽기 62, 쓰기
32. American College Testing(ACT), 배치 평가 프로그램,
2201 North Dodge Street, PO Box 168, Iowa City, Iowa 52243.
• CPT(Computerized Placement Tests)/Accuplacer(독해력, 문장력)
기술 및 산술). 합격 점수: 독해력 55, 문장 능력 60,
및 산술 34.
• The College Board에서 이용 가능, 45 Columbus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36992. 언어 기술 기술 테스트(DTLS)(독해, 문장 읽기
서면 영어의 구조 및 규칙) – MK-3KDT 및 MK-3LDT 양식; 그리고
DTMS(수학 기술 기술 테스트)(산술) – MK-3KDT 및 M-양식
K-3LT. 합격 점수: 독해력 108, 문장 구조 9, 관습
작문 영어 309 및 산술 506.
• The College Board에서 이용 가능, 45 Columbus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36992. 성인 기초 교육 시험(TABE): (독해, 종합 수학, 언어) –
양식 7 및 8, 레벨 A, 완전한 배터리 및 설문조사 버전. 합격 점수: 읽기
559, Total Mathematics 562, Language 545. CTB/McGraw-Hill에서 사용 가능, 20 Ryan
Ranch Road, Monterey, California 93940-5703.
비 학위 학생
학위가 없는 학생은 학점을 위해 제한된 수의 과목만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공식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 리폼드 대학교 과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학점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학위가 없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코딩됩니다.
개혁 대학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특수 학생. 다음과 같이 수락하는 과정
비학위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NS. "Special Admission"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완성된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비, 입학처로.
NS. 신청 전 60일 이내의 공식 서한을 다음 날짜부터 제출하십시오.
귀하가 양호한 상태의 학생이며
귀하가 등록한 학습 프로그램; 또는 최고 학위의 성적 증명서 사본
벌었다. 현재 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에 게시된
2차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씨.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개혁 대학에 접수되면 지원 파일
검토됩니다. 입학 현황을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비 학위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현재 기관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 학업 및 행동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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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특별 입학 절차는
학습 장애로 인한 정규 입학 요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경우
리폼드 대학교 입학처의 특별 고려를 요청합니다.
확립된 지침을 사용하여 학습 장애에 대한 문서를 평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례별로 검토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입학 허가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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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지원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전달해 주십시오.
입학 사무실에 정보:
• 입학 지원서
• 리폼드 대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기술한 자기소개서
학교 카운슬러, 해당 학교의 추천서 최소 2장
직원 및/또는 교사
• 성적 증명서(비공식 사본은 입학 고려 사항으로 허용됨)
• SAT 또는 ACT 시험 결과 사본(시험의 특별 시행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또는 대학에서 최소 30개의 편입 가능한 단위를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또는
대학교
• 특정 학습 장애 확인 - 허용되는 문서는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심리 교육 보고서 및/또는 기타 전문적 검증. 문서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일 것
응모자
고등학생 특별전형(조기전형)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등록을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등록 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1인당 최대 6.0단위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기.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양해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서명. 양해 각서 제공
미성년자의 개혁주의 입학에 관한 보충 정보
대학교. 메모는 각 특별 입학 패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 대학 입학 사무실 또는 고등학교에서.
특별전형 입학안내(조기전형)
• 처음으로 특별(조기) 입학하는 학생은 대학 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NS
입학 신청서는 학생이 허용되기 전에 제출하고 수락해야 합니다.
등록합니다. 학생들은 수락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학생은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학기 신청.
• 처음으로 특별(조기) 입학하는 학생은 서명한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허용하기 전에 이해합니다. (초기생 필수, 아님
매학기 필수)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특별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교 교장 또는 피지명인, 학생 및 학생이 서명한 입학 허가서
부모의. (매학기 특별전형으로 재학할 때 필수)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학생의 비공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학교 성적표. (매학기 특별출석 필수
입학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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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은 풀 타임으로 제한된 수의 우수한 자격을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료 후 지원자. 조기에 고려
가입,
• 학생은 최소 15학점에서 탁월한 기록을 달성해야 합니다.
공인 고등학교의 강력한 대학 준비 프로그램
• 학생은 교장 또는 교장의 무자격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학 담당관과의 개인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모든 조기 입학 지원자는 최소 2주 동안 등록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 입학 지원서 작성
•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고등학교가 서명한 특별 입학 신청서 작성
카운슬러 또는 관리자. 홈스쿨 학생은 홈스쿨에 연락해야 합니다.
서명할 코디네이터 또는 관리자
• 배치 시험을 봅니다. 모든 학생들은 영어 및 읽기 평가를 치러야 하며,
수학, 공학, 과학 또는 비즈니스를 보는 사람들은 수학 평가를 다음과 같이 치러야 합니다.
잘.
• 배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학생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학생은 대학 수준의 영어 및 읽기 점수를 받아야 특별 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가입
• 학생은 특수 과목으로 고려되기 위해 대학 수준의 수학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 수학, 공학 및 일부 비즈니스 과정 입학
• 특별 입학 관리자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방문 약속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존중됩니다. 약속이 권장됩니다.
• 학생은 수업 등록 시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합니다.
• 특별 입학 학생은 등록이 보류되어 추가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수업을 독립적으로 중단합니다. 특별 입학 관리자가 수동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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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학생
모든 관련 서류에 적절한 서류가 없으면 학생들은 수업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서명.
특별전형(조기전형) 안내 및 안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가 없는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 대학은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학점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학점 이하.
• 16세 미만 학생은 교수진 승인에 따라 과목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군에 통보됩니다.
• 학생/학부모는 모든 수업료, 수수료 및 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불 마감일, 정책 및 프로세스.
• 특별 입학 학생은 동일한 추가/삭제 및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 특별 입학 학생은 모든 입학 요건과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적은 학생의 거주지로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된 Populi 학생 정보 시스템(SIS)을 통해.
• RU에서 취득한 학점은 공식 성적표에 표시됩니다.
영구 학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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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PA –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특별 입학 허가서에 있는 학생의 서명은 모든 자료의 공개를 허가합니다.
모든 학생 기록은 지정된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부양가족 확인 및 사진
학생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RU의 교수진 및 행정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 정보를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는
허락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부모/법적자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후견인.
고등학교 학점
• 대학 학점을 고등학교로 다시 옮기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
고등학교 학점은 승인을 얻기 위해 고등학교 관계자와 만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 과정에 등록하기 전에.
• 고등학교/고등학교 학군은 대학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등학교 학점을 위해.
비전통적인 신입생 입학 기준
이 범주의 검토 대상 지원자는 SAT/ACT 및 대학에서 면제됩니다.
준비 커리큘럼 요구 사항; 그러나 다른 모든 입학 요건은
만난:
• 학생은 지난 5년 이내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닌 적이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은 이전 학기에서 30학점 미만의 양도 가능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 학생은 공인된 중등 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학교
일반적으로 일반, 기술, 직업 또는 대학 준비 커리큘럼) 또는 GED를 제공합니다.
조지아주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증서
• TOEFL 요구 사항은
공부하는 동안 조건부 ESL 완료
• 성실한 공로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무학사 입학 가능
공공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서비스
감사 학생
Reformed University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여기에서 가르치는 과정은 감사 학생으로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학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파일:
• 완전한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 환불 불가 신청비 $50
• 공식 졸업 증명서 또는 GED 시험 점수의 공식 사본
감사인은 "V" 등급을 받고 양도 가능한 학점을 받지 않습니다. 하기 위해
정규 학생이 되려면 감사관은 정규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 학생
심사원으로 과정을 시작한 후에는 일반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V" 감사
성적은 어떤 과정에서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보호 관찰에 대한 입학
최소 학력 또는 대학원생 미달 시 보호관찰로 입학할 수 있음
프로그램 입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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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프로그램에 대한 견습 입학을 위해서는 신입생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
• 16 이상의 ACT 종합 점수 또는 SAT 추론 테스트 수학 및
Critical Reading 하위 점수 총계 760점 이상
• 모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4.0 척도에서 2.3의 누적 GPA 획득
• 고등학교 졸업반 상위 70%
9학점 또는 2학기 중 먼저 도래하는 학기 또는 12학기 이수 시
학부 학점 또는 2개 학기 중 먼저 도래하는 학기, 평균 학점:
3.00 이상, 학생은 보호 관찰에서 제거됩니다. 보호관찰에 합격한 학생은
누적 GPA가 3.00 미만인 경우 학업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9개의 대학원 학점 또는 2개의 학기(둘 중 먼저 도래하는 것) 또는 12개 이수
학부 학점 또는 두 학기(둘 중 먼저 도래하는 것).

학업 정책 및 규정
신용 시간의 정의
학점이 인정되는 모든 개혁 대학 학위 프로그램 및 과정의 경우 "학점
시간"은 "의도한 학습 결과로 표현되는 작업의 양과
제도적으로 확립된 동등성인 학생 성취의 증거에 의해 확인됨
합리적으로 근사치 이상:
1. 1시간의 강의실 또는 교수진의 직접 지도 및 최소 2시간의 외부 교육
한 학기 시간 동안 약 15주 동안 매주 수업 중 학생 작업
학점 또는 다른 시간 동안의 동등한 작업량; 또는
2. 이 정의의 단락 (1)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동등한 작업량
실험실 작업을 포함하여 기관이 설정한 기타 학업 활동,
인턴십, 실습 및 학점 인정으로 이어지는 기타 학업."
신용 시간은 50분(60분이 아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코스에서 학점 시간
학생의 성취도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동등한 양의 작업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학기제
GNPEC 승인 학부 및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개혁 대학교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학년도는 가을학기와 봄학기로 구성되며,
여름학기. 각 학기는 최종 수업을 포함하여 최소 15주의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주간. 각 학교 교수진의 결정에 따라 학기말을 제출할 수 있다.
시험 대신 제출. 코스 시험 또는 평가는 최소 두 번 제공됩니다.
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와 가끔 퀴즈 및 학기 논문. 학생
출석률이 전체 수업의 3분의 2 미만인 학생은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최종 시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말고사에 결석한 자
보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여름 및 겨울 기간
이 특별 학기 동안 신중하게 선택되고 계획된 평생 교육 과정은
정규 과정 외에 지역 사회 교육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중 하나에 대한 등록
기간은 6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학생들은 다음 목적을 위해 이 약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손실된 학점을 보충하거나 학점 평균을 조정합니다. 이 약관의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당. 학생들은 Reformed University의 특별 학기 일정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및 기타 출판된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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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연구
현재 평균 2학기 이상 학업을 마친 학생
BA 또는 MA 학위 프로그램에서 4.0 GPA 척도에서 최소 3.0은 독립 연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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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심 주제를
추구하기
위해.동의가
학생은필요하며
다음을 얻을
있습니다.
독립 학습을
등록하기
전에 강사의
독립책임이
학습을
제출해야 합니다.
강사와의 학습 계약을 포함한 학습 양식을 레지스트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독립적인 학습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3학점 이상을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기당 공부. 유학생은 독립 학습을 들을 수 없습니다.
USCIS의 풀 타임 학업 규정에 따라 공부하는 동안.

등록 절차
학기 중 현재 개혁 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등록 날짜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을 우편,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RU는
공식 카탈로그 및 RU 웹사이트(www.runiv.edu)의 연간 학사 일정.
과정 등록을 위해 학생들은 등록 사무실을 방문하여 과정을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등록 기간 동안 등록 양식. 이 기간 이후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계정에 부과된 늦은 등록 수수료. 자세한 등록 정보는
등록 사무실 및 공식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학기의 처음 10일 동안 등록(추가 또는 삭제). 코스
변경(추가/삭제) 양식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과정 추가에는 다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강사의 서명. 과정 추가는 10일까지 허용됩니다.
학기. 정규직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거나 교내 취업 자격이 있습니다. 파트 타임으로 간주됩니다.
매 학기 등록된 12학점 미만의 모든 것. 누적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스 하중 계산.
신청자는 등록금 환불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환불하다. 환불 일정은 리폼드 대학 카탈로그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runiv.edu.
대학이 정원 부족으로 인해 예정된 과정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이 경우 해당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게 부여됩니다.
무료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철회 정책
등록한 학기 또는 세션 중에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예약한 모든 크레딧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필요합니다. 철회하면 모든 과정이 취소됩니다.
학생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학생이 예약한 과정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
전달 시스템에 관계없이 다가오는 학기 또는 세션에 대해.
참고: 학생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학업 청렴 정책에 따라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과정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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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의료, 군대 또는 기타 이유로 자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기의 10 영업일 이전에는 철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강신청 취소는 수강신청 취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기 10일 이후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과정 취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수업료 지불은 "예정된 상태"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탈퇴할 수 없습니다.
•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예정된 상태"의 학생은 등록 담당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기/세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퇴하지 않고 수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세션에 예정된 모든 과정에서 "F"의 성적.
마감 시간
수강취소는 개강일 오후 5시까지 가능(기말고사 전)
시작). 학생이 자퇴를 처리하기 위해 캠퍼스에 있을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학생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탈퇴하려면 탈퇴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철회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양식이 접수되고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
철회 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은 다음을 받아야 합니다.
자퇴를 고려할 때 지정된 교수진 고문의 조언. 또한,
다음 학생은 철회하기 전에 지정된 사무실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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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자금 지원 수령자는 이메일 또는 다음 주소로 재정 지원 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770-232-2717 또는 학생 지원 담당자. 현재 및 미래의 재정 지원은
위험에 처하다.
• 국제 학생들은 국제 학생 고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민
상태가 위험합니다.
• 학생 운동 선수는 자퇴하기 전에 학업 카운슬러와 만나야 합니다.
대학 간 운동 경기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자격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NS
학생이 학생 운동 선수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문과 학생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포함하는 학업 배경 섹션인 학생 포털을 사용하십시오.
학생의 상태를 보여주는 참여 필드입니다.
학생 기록에 미치는 영향
공식 철회는 과정에 대한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W"기호가 기록됩니다.
탈퇴 당일 세션. 크레딧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학점 평균은
체하는. 과정(예: 학기제 과정)을 수료한 경우
철회가 처리되면 등급 또는 해당 기호가 기록됩니다.
개혁 대학의 미래 등록에 미치는 영향
다음 학기/세션에 등록한 모든 수업은 취소됩니다.
학생이 자퇴할 때(여름에만 자퇴하는 경우 제외). 만약 학생이
철회 후 학위 후보자를 재개할 계획이라면, 그/그녀는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학생이 등록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여름 세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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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에 대한 대안
학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정 조정 및 성적 연기. 그/그녀
휴학을 원할 경우 다음 학기 휴학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학생 행동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철회 처리를 위해 학생들은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세션에서 탈퇴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학업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철회가 미래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계획 및 철수 대안의 가능성.
2.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3. 미결제 계정 잔액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4. 출금 양식 인쇄
5. 수업종료일 17:00까지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
당신이 철회하는 학기에.
자퇴하는 학생은 개혁대학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 조정을 받습니다.
환불 정책. 일부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사무국은
환불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름 철수
한 여름 학기에서 자퇴한 학생이 나중에 제공되는 학기에 등록하기로 선택한 경우
여름에는 세션에 등록(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료한 학생
단일 여름 세션의 코스 작업은 이후 세션에서 철회될 수 있습니다. 코스 성적 또는
학생이 이전 세션에서 완료한 과정에 대한 적절한 기호는 유지됩니다.
징계 철회
학생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학생처장이 징계를 승인할 수 있음
학생이 대학에 의해 기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철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됨. 적절한 경우 징계 철회가 승인됩니다.
계류 중인 형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학의 행동 절차를 연기하거나
다른 합의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징계 철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징계 절차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특정 시간 제한. 언제
징계 철회 요청이 승인되면 학생은 등록하거나 출석할 수 없습니다.
수업, 캠퍼스에 거주하거나 대학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문합니다. 보류가 설정됩니다.
징계 철회 기간 동안의 학생 등록. 학생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보류가 해제될 때까지 등록하십시오.
의료 철회
건강상의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은 특별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철회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의료 철회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철회를 처리할 때 학생은 "의료"라는 제목의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철회 양식.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나
지역 사회 건강, 안전 및 보안 국장은 다음을 처리한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을 위한 의료 허가를 받기 위한 의료 철회.
군대 철수
군 제대는 현역 복무 중인 학생만 가능(현역 복무)
및 예비 의무 구성 요소) 미국 군대(계약자 또는 민간 근로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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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수업 요건(출석 및 기타 참여)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요구 사항(웹 기반 활동 포함)은 재배치 명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 등록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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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자격이 있는 학기 또는 세션은 등록관에게 연락해야 하며,
서명된 부대 레터헤드에 공식 서신이 포함된 군 명령서 사본을 제시하십시오.
지휘관이 명령에 따라 개혁 대학에서 군대 철수를 요청함으로써. NS
공식적인 서신에는 부대 지휘관의 연락처 정보와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보류 중인 과제의 기간 및 위치.
학생들은 "군사"를 이유로 철회 양식을 작성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철회가 처리될 때 레지스트라가 일반적으로 연락하는 사무실, 학생
재정 지원 사무소 및 비즈니스 사무국에 통보됩니다. 타이밍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철수 양식을 작성하고 레지스트라에게 군사 명령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서명한 이메일을 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770-232~
2750).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의/그녀의 군 명령서 및 공식 서신의 사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요청에 동행합니다.
• 군 철수를 처리하는 학생은 등록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철회가 처리된 학기/세션. 에 거주하는 학생
캠퍼스는 철회 이전에 발생한 숙식비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 군대 철수를 처리하는 학생에 대한 학생 재정 지원 및 비용은
자동으로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 군대 철수를 처리하는 학생은 군대 재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점 편입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편입하려는 학생은
위에 설명된 문서를 제출하면 입학 허가가 고려됩니다.
이전에 완료한 대학 또는 신학교 작업의 공식 성적 증명서. 이러한 파일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서에 제공된 공식 양식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Reformed University로 직접 제출
학생이 다녔던 기관에서. 이전 크레딧은 에서 획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국가 인증을 받은 고등 교육 기관
교육부. 이것은 고등 교육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 웹사이트. 학생은 외부 과정 의 평가 를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하고 개혁 대학에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요청하는 학생
편입 학점 인정은 학술 카탈로그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와 같은 상세한 자료. 모든 코스 작업은 Academic에서 평가합니다.
업무 담당자 또는 훈련된 이전 신용 평가자. 모든 이전 과정 작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늦어도 학생의 첫 학기 등록이 끝나기 전에. 외부 송금 크레딧
학생의 성적표에 기록되지만 누적 GPA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은 편입 학점을 받고 나중에 Reformed University에서 같은 과정에 등록합니다.
과정에서 얻은 성적은 GPA에 사용됩니다.
재향군인관리국을 통해 기금을 받는 주한미군 재향군인
양도 신용에 관한 특정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공식 평가는
예상 크레딧 금액을 원하는 잠재적인 신청자를 위해 작성
등록 결정의 일부로 수여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성적표는
예비 견적을 제공할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됩니다. NS
예비 견적은 보상도 아니고 크레딧을 주기 위한 약속도 아닙니다. 지원자만
공식 성적표를 포함하여 요청된 모든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수여될 수 있습니다.
신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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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체 신용 평가에 대한 일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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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평가는 해당 단위의 학점(즉, 분기 또는 학기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코스
편입을 고려하려면 3 학기 시간과 같아야 합니다.
• 리폼드 대학교 등록실은 교육의 학점 이전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른 곳에서 완료된 작업. 사무실은 코스 내용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적절한 요인. 코스 설명 및/또는
요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된 과정은 편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요인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 과정은 대학 수준이어야 합니다. 개발 과정 작업에서 얻은 학점
그리고 제2언어로서의 영어 과정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편입 학점은 대학원 시간이어야 하며 2.5의 누적 GPA 또는
더 우수하고 적용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학부 과정은 "C-"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NS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수치 평균 70% 이상 필요
등급 척도.
• 대학원 과정은 "B"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숫자
전통적인 성적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평균 83% 이상이 필요합니다.
규모. 외국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외국 기관에서 외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자격평가협회에서 인정한 자격평가사
Services 또는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 Officers(단,
학교에는 훈련된 외국인 자격 평가자가 있습니다). www.naces.org 또는
승인된 평가자 목록은 www.aacrao.org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코스 목표가 충족되면
개혁대학 학위과정과 외부과정이 허용된다.
• 1/4시간은 한 학기 시간의 2/3에 해당합니다. 분기 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환: 분기 학점 시간 x 0.67 = 학기 학점 시간
둘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편입을 고려한 학점
기관의 경우 각 기관에서 양호한 상태의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부여된 총 편입 학점은 배정된 교수진과 대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정. 결정은 성적 증명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개혁 대학 규정의 문서. 하는 것이 대학의 방침이다.
학부 프로그램 학위 요건의 학점 시간의 최소 25%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이는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해 대부분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개혁 대학.
거주 요건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 거주 요건(또는 학점 시간 거주
요구 사항)은 개혁 대학을 통해 완료해야 학점 수를 나타냅니다.
졸업하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의 등록 거주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개혁 대학 카탈로그.
핵심 과정 요구 사항
핵심 과정 요구 사항은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룹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과목 및 일반적으로 이 영역에서 코스 학점만 수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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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신용에 대해 이전 신용 평가자는
외부 과정은 특정 과정과 함께 작동합니다. 핵심 과정에 대한 징계 학점이 수여 될 수 있습니다.
학과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험적 학습
성인 학생들은 개인 및 직업을 통해 엄청난 자산을 교실에 가져옵니다.
경험담. 이러한 학생들은 해당 과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문제는 성인 학습 경험의 기대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높입니다. 개혁
대학은 이것을 높이 인식하고 학습은 평생 활동이며
많은 삶의 학습 경험은 대학 수준의 학습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학습 포트폴리오(ELP)는 개인의 삶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개혁 대학 과정에 대한 가능한 대학 학점에 대해 학습이 평가됩니다. NS
학생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제출하며, 이는 교수진의 주제 전문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과정을 위한 ELP를 개발하려면 학생이 다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 학습이 학습 목표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 ELP를 통해 취득한 학점 평가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양도성
개혁 대학은 다른 대학의 승인 여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크레딧을 전송 크레딧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신용 양도에 대한 결정은
개별 기관. 크레딧이 이전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거기
두 학교 간의 교과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연락해야합니다
해당 대학의 레지스트라가 개혁 대학의 학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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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으로 이전됩니다.

학업 조언 및 상담
소개
개혁 대학은 학업 조언이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경험과 영적 발전. 학업 상담은 다음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정보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및 직업 계획 개발 회의 기관 및
학위 요건; 변화와 도전, 개인의 성취의 삶을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 따라서 지도 시스템은 책임감 있는 학생 단체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력한 제도적 지원.
A. 따라서 개혁 대학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생은 수업 기간 동안 지도 정책과 지도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대학에 대한 초기 소개 및 적절한 고문에게 안내
2.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는 지정된 지도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습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과정에 등록 및 등록하는 학생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등록된 경우 등록 전에 알려야 합니다.
4. 졸업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5. 다른 모든 자문 프로그램은 4년마다 평가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6. 각 지도교수는 한 번에 10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
7. 자금과 자원은 다음을 위해 모든 행정 단위에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언 보장
8. 학생 정보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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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업 상담의 목표는
1. 학생들이 교육을 선택할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상응하는 경력 목표
2. 교과 또는 직업 훈련(목사 업무, 교육 및
선교 사업), 목회적 관심, 신성한 본성과 개인의 성장
3.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
4.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학생의 교육과 관련될 수 있는 대학에서의 기회
목표
5. 대학의 정책,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6. 학생들의 삶과 학업 목표에 대한 대화와 조언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기 위해
교수진 지도 절차
가. 지도교수 배정
교무처에서는 접수된 지도교수 배정을 조정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최소 1주일 전에 입학처에서 학생을 안내합니다.
• 교수 고문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프로그램 디렉터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전공
• 각 교수진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로 배정된 모든 학생을 만나 소개를 받습니다.
상담 시스템에
• 교무처는 초기에 학생들을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있는 지도교수(학생들은 지도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정보시스템)
• 입학처는 배정된 학생에게 모든 관련 학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언 패킷에서 오리엔테이션 전에 교수 고문.
B. 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른 Reformed University 교수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 사항"을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교무처에 통보합니다.
지도교수 요청서' 양식입니다. 교무처에서 데이터 입력을 조정합니다.
업데이트된 교수진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학생 정보 시스템. NS
요청 양식은 학생의 파일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 지도교수 임용
개혁 대학 교수진은 다음 질문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하기 위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 전공 선언
• 수강신청(등록기간마다)
• 수업 추가/삭제(매학기 첫 주)
• 수습 또는 수혜자격에 대한 상담(매학기)
• 학생 생활(언제든지)
• 영적 생활(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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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배치(언제든지)
학생 상담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교수진은 학생을 위한 2주 상담 일정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타일 슬롯에 로그인합니다. 학생이 조언을 요청하면 교수진은 다음을 위한 시간을 예약합니다.
슬롯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지 또는 연락하고 통지 시간을 재배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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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언 시
교수진은 학생이 보관하는 학생 조언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조언 패킷. 교수진은 과정 등록 또는 과정 추가/삭제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
A. 지도교수의 책임
교수진은
1. 학생들에게 대학 정책, 프로그램,
커리큘럼 요건 및 변경, 등록 절차
2.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적절하고/또는 요구되는 과정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3.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및/또는 직업 기회 소개
4. 학생들에게 캠퍼스의 자원과 기회를 알리고 격려합니다.
참여
5. 학년도 동안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권장하는 경우
필요,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
6. 필요한 경우 적절한 추천을 제공합니다(예: 프로그램 책임자, 관리 사무소,
상담센터, 목사)
7. 특히 학생의 학업 상담을 위해 매주 근무 시간을 제공합니다.
8. 사무실에서 제공한 학생의 기본 상담 파일을 유지 관리하고 액세스합니다.
입학
이러한 파일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S. 학생의 대학 입학 허가서 사본
NS. 각 공식 자문 세션을 문서화한 자문 및 추천에 대한 서면 기록
씨. 각 학기 성적표 사본
NS. 모든 입학 및 프로그램 요구 사항 (시험,
논문, 방어 등)
이자형. 프로그램 졸업 진척도 체크 시트
B. 학생의 책임:
학업 상담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1. 정기적으로 합의된 근무 시간에 상담 시간을 예약합니다.
2. 필요할 때마다, 최소 학기 1회 지도교수와 상담
3.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지도교수에게 통보
4. 매 학기 코스 등록 전에 약속을 준비합니다. 가지고
필요한 양식, 게시된 수업 일정 검토,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및
다음 학기에 대체
5. 세션 전에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고문과 논의하십시오
6.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7. 수업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하는 마지막 날과 같은 각 학기의 중요한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졸업 지원 마감
8. 전공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졸업 및
해당 대학 카탈로그 및 기타 사항에 포함된 기타 요구 사항
대학 간행물
9. 자신의 개인 학업 상담 폴더를 유지하고 모든 상담에 가져갑니다.
약속. 이 폴더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S. 이전 대학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의 비공식 사본
NS. 편입학점 평가
씨. 학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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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개별 학습 계획
이자형. 공식 자문 세션의 참고 사항
10. 학업 상담 프로그램 및 개별 학업 평가(선택한 경우)
프로그램 디렉터 및 기타 감독자에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조언을 제공합니다.
각 학업 지도 부서
11.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집니다.
C. 행정 사무소의 책임
학업 조언은 대학 교수진, 특히 다음 분야의 교수진의 주요 책임입니다.
학과, 학교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별개의 학습 과정을 감독합니다.
특정 학위, 자격 증명 및 인증서. 학업 상담은 다음과 통합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교육 과정. 학업 지도 행정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1. 학생이 필요로 하거나 원할 때 상담이 가능하도록 보장
대학이 요구할 때만
2. 학년도 내내 학생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간격
3. 다음과 같은 모든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
NS. 대학 정책, 규정 및 절차
NS.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리소스
씨. 학생의 지도 책임 사본
NS. 필요한 양식 및 날짜
이자형. 현장 체험 기회
NS. 전공 및 프로그램 요구 사항
G. 주요 학과별 개설과목
NS. 학생들의 개별 학업 계획을 위한 표준화된 템플릿
NS. 대학 카탈로그
4. 적절한 학위와 경험을 갖고 있고 훈련된 고문을 제공합니다.
조언을 담당
5. 각 고문에게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의 기본 조언 파일을 제공합니다. 에
최소한 이러한 파일에는
NS. 이전 대학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의 비공식 사본
NS. 편입학점 평가
씨. 학기 성적표
NS. 개별 학습 계획
조언을 위한 조정 및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행정. 관리는
1. 고문의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학업 조언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합니다.
3. 참조 서비스 역할을 하고 학교 및 부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4. 캠퍼스 전반에 걸친 조언 문제에 익숙하고 제안을 공식화하고 제시합니다.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5. 신임 교원에 대한 학업 지도 오리엔테이션 제공
6. 학생, 교수진 및 적절한 직원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카탈로그, 수업 일정 및 기타 출판물의 정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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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학업 상담 평가
이 평가에는 서면 절차에 대한 행정 감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 교수진 또는 학생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인터뷰; 통계적으로 설계된 연구
설문조사 또는 체계적인 인터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교무처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러한 검토의 일부를 이사회에 조언한 결과.

성적 증명서
모든 성적은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학생 또는
그녀의 학업 기록. 리폼드 대학교에서 수행한 모든 학업 작업에 대한 기록 시트 및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의 누적 학업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NS
누적 학력에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장소, 입학 기관, 입학 날짜), 학위 취득 및 수여 날짜.
학생의 학업 기록은 해당 학생이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록은
기밀로 간주되며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적표
요청은 기록이 속한 사람이 작성하며 다음에 의해서만 제공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 요청
(페르파). 학생 학업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개됩니다.
학생의 서면 동의는 에 지정된 승인된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동의서. 졸업 시 각 졸업생에게 하나의 공식 성적 증명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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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정적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 기록의 공식 문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증명서를 처리하는 데 $10.0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학업 학위 완료 시간 제한
박쥐
바바
MDiv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매트
MAICS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말스

눈금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졸업 학년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및 졸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재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 최소 2주 전. 개강에 참석할 수 없는 모든 학생
졸업 2주 전까지 서면으로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위는
1년에 한 번만 부여됩니다. 졸업을 신청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수여일에 대한 요구 사항, 학생은 다음을 위해 다시 신청해야
졸업하고 추가 졸업비를 지불합니다.
졸업 우등생
개혁 대학은 세 가지 수준의 학업 영예를 수여합니다.
Summa Cum Laude (GPA 3.95-4.00)
마그나 우드(GPA 3.75-3.94)
우등(GPA 3.4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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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평가 시스템
등급 및 평가
리폼드 대학교의 등급 척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은 문자 및 이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숫자 값. 모든 학생은 현재 학업을 알고 이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 및 규정. 학생 핸드북 또는
카탈로그는 정책에 예외를 부여하는 유효한 이유가 아닙니다.
편지

수치

등급
NS

등급
95-100

NSB+
NS

90-94
87-89
84-86

3.7
3.3
3.0

NS-

81-83

2.7

C+

78-80
75-77

2.3
2.0

공정한; 허용되는 작업; 필수적인 성취
최소한의 성취

72-74
69-71

1.7
1.3
0.0

작업 수준이 낮음
허용되지 않는 작업
과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씨
씨NS
NS*

평점

설명

4.0

뛰어난 작품; 우수하고 탁월한 성과
아주 좋은 일

NS**
여
WP
WF

잘 했어; 강력한 성과; 평균 이상

불완전한 작업
학점을 받기 전에 교과목을 그만 두는 것
철수시 학점은 합격
탈퇴 시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F(FAILURE) – 과정을 마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과정 학점 상실을 의미합니다.
** I (INCOMPLETE) – 과정 요구 사항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학기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학생들은 다음을 채워야 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작업은 강사에 의해 문자 등급으로 지정됩니다. 필요한 작업이 모두 있는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미완성인 경우 "I" 등급은 자동으로 "F"가 됩니다.
굿 스탠딩
개혁 대학 인증 또는 입학 목적으로 학부생
2.0 이상의 누적 GPA; 또는 누적 GPA가 3.0 이상인 대학원생;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학위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
승인된 연장을 포함한 학위 프로그램의 시간 제한은
좋은 학업 성적. 보고 및 다른 기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학기의 추가 자격이 없는 경우 학생은 양호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제적, 정학 또는 제적되고 재입학되지 않은 경우.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31/100

8/11/2021

개혁 대학

36

42페이지

개혁 대학

학생 핸드북 2020-2021

출석 정책
과정에 대한 학점은 정규 수업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업 출석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정된 전체 수업 회의 동안 수업에 참석합니다. 물리적 존재가 중요하다.
과제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 회의. 의 경우
어떤 이유로든 결석할 경우 누락된 정보 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결석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성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인해 해당 과목의 성적이 낮아지거나 낙제될 수 있습니다.
Reformed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출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자동 로그인 확인과 같은 많은 학습 관리 시스템 도구를 통해 일일 퀴즈
기록을 취하는 것; VOD 시간 확인; 강사가 지정할 수 있는 기타 방법
또는 각 개별 학생의 출석 및 학업 진척도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자.
캠퍼스 및/또는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은 최소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자신이 등록한 각 과정에 대한 수업 회의. 한 학기 동안 캠퍼스 내에서 또는
온라인 과정의 경우 최대 3개의 수업 기간을 놓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혁 대학 학기 일정은 일반적으로 15주 또는 16주입니다. 결석한 학생이라면
수업 회의의 20% 이상이 "F"를 받거나 과정에서 강제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그 다음에는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무처장.
결석 및 지각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S. 결석은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취해야 합니다.
NS. 늦은 등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의 두 번째 주 이후에는 과정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씨. 강사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학생을 레지스트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일찍 나간다.
2. 3주 연속으로 전체 수업을 빠지는 경우
3. 특정 과목의 수업을 20% 이상 결석한 경우
NS. 강사는 결석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규칙을 적용합니다.
1. 15분 미만의 지각만 지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
3. 15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에 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Title IV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수업 출석에 관한 중요 정보
결석은 퇴학 사유가 되며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 학생은 수업의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철회됩니다.
수업에서. 수업을 행정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학생은 다음을 받게 됩니다.
철회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
해당 클래스에 등록하기 위해 학생은 다음이 될 때까지 해당 클래스에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기.
공식 수업 출석
학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공식 수업 출석 목록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코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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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 또는 그녀가 수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과정에 등록하려면 학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학생 계정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사무국을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전
웹사이트 등록은 과정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거나 세 번째가 될 때까지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당사자가 승인됩니다. 실제 개강 후 등록이 승인된 경우,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학생이 참석한 수업 세션은 간주됩니다.
결석. 이러한 결석은 학기 총계로 계산되며 현재 결석에 따릅니다.
기관 출석 정책.
정규직 상태
학부 프로그램의 "풀타임"은 12학기 등록 및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학점(4개의 3학점 수업); 대학원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 및
한 학기당 9학점(3학점 3학점) 출석.
장기간 결석
학생들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등록을 중단합니다. 2년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학기에는 재입학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스 작업을 재개할 때 유효한 학위 요구 사항.

결근
학업을 제한적으로 쉬고자 하는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학위 상태를 유지하고 학위 요구 사항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휴학을 함으로써.
참고: 연속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위 후보자
휴학 시 자동으로 학위가 박탈되며 반드시 신청해야 함
학위 상태를 재개하기 위한 재입학.
공식 휴학이 적절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 상황:
• 학생이 여름 코스 작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 학생이 자퇴하거나 제적 또는 제적된 경우(재입학 참조).
• 학생이 학기 중에 학업을 중단하려는 경우(자퇴 참조).
리폼드 대학교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휴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타이틀 IV 목적을 위해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마지막 날짜
출석일은 학생이 이수한 학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학생이 재등록하면,
관리자는 "첫 학기" 날짜로 새 학생 정보를 생성합니다.
학생이 다시 출석하기 시작한 학기에 해당합니다.
군휴학
학기 또는 세션 이전에 현역 미군에 소집된 학생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대 휴가를 주선하기 위해 등록관 사무실에 군대 명령 사본.
군휴학은 주한미군 현역명령을 받은 학생만 가능합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외국 군복무는 휴학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학생은 자신의 고문 및 RU 행정부와 철회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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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 마감
휴학 신청서는 수업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세션 휴가가 시작됩니다(Academic Calendar에 기재된 마감일 참조).
최대 휴가 기간
휴학은 한 학기 동안만 부여됩니다. 추가 조건에 대한 요청은
첫 번째 학기가 끝나기 전에 레지스트라 사무실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떠나다. 1개의 추가 기간에 대한 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상황(즉, LOA 양식, 설명서 및 증빙 서류 공식
제공).
휴가 변경
학생은 휴학 양식에 명시된 날짜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학기/학기 개강 전,
학생은 처리된 사무실에 연락하여 휴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휴가가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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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
연장을 요청하는 부재 양식. 연장은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등록관.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위후보를 재개하기 위해 재입학을 신청해야 함
양식에 표시된 반환 날짜보다 빠르거나 수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반환 학기
퇴사 정책
휴학 중 교과과정
휴학은 개혁 대학교의 모든 학점 과정에 적용됩니다. 방학동안 학생들은
다른 기관에서 코스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생 포털
학생의 리폼드 대학교 학생 포털 계정은 학기 초에 정지됩니다.
휴학이 시작되는 학기. 동일한 사용자 ID를 가진 계정은 자동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재활성화된 경우
적어도 하나의 학점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예금
휴학생이 휴학하는 동안 본교는 학생의 일반예치금을 보관합니다.
재정 지원
휴학중인 학생은 대출 기관에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상환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연 등급 마감
휴학을 한다고 해서 학점이연 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행동
1. 휴학 양식을 인쇄하십시오.
2.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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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확인
학생들은 휴학이 승인될 때 알림을 받지 않습니다. 공인 고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학생의 휴학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학생들
휴가의 첫 학기와 첫 학기는 LOA(Last
출석일).

영구 학업 기록
기록된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업 기록에 영구적인 부분이 됩니다. 학생이라면
낙제 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은 기록에 남습니다. 실패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신규 등록 및 성적도 학생의 영구 기록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약 2년 후, 교수와
학생은 자신의 학년 문제를 조정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조정된 학점은
RU가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 한 영구적이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리.

학업 보호 관찰
누적 학점 평균이 적정 누적 학점 미만인 학생
학기말 평균 점수는 다음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모든 학사의 적정 누적 학점 평균은 2.0(C) 이상
학위; 대학원 학위의 경우 3.0(B).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은 보호 관찰에서 제외됩니다.
누적 학점 평균이 학기말까지 요구되는 최소 평균에 도달
그의 다음 학기.
학사경고에 합격한 학생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
학기 다음 시간. 리폼드에서 휴업을 희망하는 학생
대학은 지도교수와 교무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NS
다음 상황은 철회 또는 해고에 대한 유효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
장기 질병(의사의 확인 필요)
•
•

징계를 요구하는 학교 규정 위반
수업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결격

해임
누적 학점 평균이 2.0 미만인 학생은 학업
해임. 학생은 학업 또는 기타 이유로 대학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은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를 받았고 평균 학점을
다음 학기 각 학위의 적정 누적 학점 평균
• 정해진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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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한 입원이 필요한 질병 발생
• 훈육 및 비행에 관한 학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중범죄 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퇴
리폼드 대학교에서 자퇴하려는 학생은 등록 담당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철회 양식(과정 철회 양식 또는 F-1 비자 상태)을 작성하십시오.
탈퇴신청). 적절한 철회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재입학 거부. 개혁 대학은 요구되는 최소 12학점을 유지합니다.
매 학기 등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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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정 지원 및/또는 철회의 학업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있다
강사, 고문, 카운슬러 또는 유학생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철수 전 고문. 자세한 내용은 환불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학업적 부정행위
모든 학생들은 학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U 학생 핸드북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 학업 부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표절: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단어 또는 작업을
자신의 생각, 말, 일. 표절은 부적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 작품 또는 아이디어를 인정하려는 부적절한 시도. 표절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교과서에서 승인되지 않은 구절 복사
• 다른 학생 또는 수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작업 전체 또는 일부를 재사용
• 웹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제출
자신의 일
부정 행위: 학생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정 학습 경험, 평가 또는 시험을 위해 설정됩니다. 부정 행위는 포함되지만
~에 제한받지 않고
• 설문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 시험에서 다른 학생의 답변을 복사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허용하는 행위
시험에서 답을 복사하다
•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시험에 가져가는 행위
• 다른 학생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대신하여
•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지를 꺼내는 것
지시에 반하는
• 시험 전 시험에 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입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채점된 과제를 변경한 다음 재채점을 위해 반환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
담합: 학생이 강사의 허락 없이 작업할 때 담합,
완료된 작업으로 표시되는 작업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과 함께
학생에 의해 독립적으로. 담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기
• 다른 사람의 메모를 사용하여 과제 준비
• 주석이 달린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강조하거나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
• 같은 주제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다른 학생에게
다른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의 과제
과제 제출 시 이점
학생이 다른 사람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타 학업 부정 행위가 발생합니다.
합법적인 학습 또는 가르침.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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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음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 규칙 위반
•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보류하는 행위
필요할 때 책에 접근할 수 있음
• 도서관에서 책을 훼손하는 행위
•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는 행위
• 수업 방해
•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기타 모든 행위
일, 연구 또는 연구.

대학 행동 강령
학생 행동 관리자
학생처 국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학생 행동 관리자입니다.
학생 징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노력을 지시합니다. NS
학생 행동 관리자로서 학생 담당 이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NS. 본 행동 강령에 따라 제기할 징계 혐의 결정.
NS. 징계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 조언 및 지원합니다.
균형 잡힌 배열
씨. 징계 회의 전 발표 또는 학술위원회
서 있는.
NS. 모든 학생 징계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자형.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 개발.
NS. 본 강령에 명시된 학생 비행 사례 해결.

강의실 기준
개별 교수진은 주로 교실 관리를 담당합니다.
환경. 학생이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행위 또는 기타 행동을 하는 경우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교수진의 지시에 따라 퇴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수업 시간 동안의 수업. 수업에서 더 긴 정학 또는 퇴학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회의 또는 청문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수
강사는 교실에서 자유로운 토론, 질문 및 표현을 장려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할 때. 학생 성적은 전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표현된 의견이나 행동이 아닌 수업 과제 및/또는 시험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학문적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학문적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리폼드 대학교에 등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계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소수민족 교육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
미국의 커뮤니티. 따라서 학생들은 권리, 보장 및
기독교인과 관련하여 모든 시민이 갖는 보호와 책임
신념. 학생은 지역, 주 또는 연방 법 집행 기관의 기소에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사법 절차를 개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의 회원으로서
대학 공동체, 학생들은 대학을 알고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생처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및 학술 상임 교수 위원회.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아닙니다.
서면 문서에서 예상되거나 본 행동 강령 또는 대학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규정. 따라서 학생들은 청렴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정직, 타인과 캠퍼스 환경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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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다음과 같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유와 판단력. 학생들이 정보나 견해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모든 수업에서 제시되는 경우, 그들은 다음을 위한 모든 과정의 내용을 학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학업 평가로부터 보호
학생들은 편견이나 변덕스러운 학업 평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업 성취 기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모든 코스 작업에 대해 설정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부적절하게 평가된 경우 강사에게 우려 사항을 표현해야 합니다. 학생이 아닌 경우
강사와 구두 또는 서면 의사 소통 후 만족하면 학생은
학업 기록 수정 요청 양식을 레지스트라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러시아
행정부는 공식 청문회 또는 절차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36/100

8/11/2021

개혁 대학
평가 및 학생의 수업 기록과 관련하여 강사.
공개에 대한 보호
교수진이 학습한 학생의 신념, 견해 및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정보,
직원 및 관리자는 업무 과정에서 불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재량권이 행사됩니다.
학생 또는 대학 커뮤니티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금지된 행동
개혁 대학 행동 강령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행동에 적용됩니다.
구내 및 대학 후원 활동; 뿐만 아니라 교외 행동에
대학 커뮤니티 및/또는 목표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멤버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신청 시점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학위 수여 또는 졸업을 통한 입학 또는 취업
고용, 그러한 행위가 수업(또는 고용)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거나
수업(또는 취업) 종료 후, 학년도 및 기간 중
실제 등록 기간(또는 휴가 또는 휴가 중) 사이에
학위가 수여되거나 고용이 종료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행동 강령은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학생의 행동에 적용됩니다.
징계 문제가 계류 중인 동안. 학생 행동의 경우 학생 담당 이사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대학 행동 강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별로 캠퍼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행합니다.
다음 행위는 금지되며 대학 행동 강령에 위배됩니다.
학생 담당 이사는 행동 위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감독합니다.
조직이 행동 강령 위반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여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이 고려됩니다.
NS. 조직의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NS. 조직의 임원은 위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씨. 조직 자금이 부적절하게 상환되었습니다.
NS. 조직이 후원하는 기능의 결과로 발생한 부정행위
이자형. 조직 구성원이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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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부정직
학문적 부정직은 학생회 또는 RU 교수진이 고의로 다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시도하거나 아래에 설명된 행위를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개혁
대학은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 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진에게도 적용됩니다.
직원.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직원의 모든 침해는
법과 개혁 대학 정책에 의한 처벌.
개혁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동료의 지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차용하는 등의 행위
적절한 인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과정 자료, 인쇄된 정보, 문서,
모든 시각적 자료, 녹음된 코스 작업 및 학업 개발은 다음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개혁대학. 또한, 대학은 교육과
캠퍼스 생활에는 지속적이고 비판적이며 도전적이며 건설적인 의사 소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카데미와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학생, 교수진 및 행정부 사이, 그리고
그러한 의사 소통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지식 소스. 소스가
정보가 인정되거나 공유되지 않으면 의사 소통의 힘이 상실되고
권위가 떨어지면 학생들은 목소리를 잃고 출처는 무결성을 잃습니다. 따라서 에
개혁 대학, 학문적으로 부정직한 행동, 특히 표절은
좋은 학습과 학업 표준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개혁 대학의 더 나은 교육 조건을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다음은 개혁대학교에서 금지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목록입니다. 학생
이 항목을 위반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이 대학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재입장.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교수는 사법적 조치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의 고용 계약 종료.
표절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아이디어, 단어 또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 표절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 말 또는 작품으로. 표절은 다음과 구별해야 합니다.
의 말, 작품 또는 아이디어를 인정하려는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시도
다른 사람. 표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교과서에서 복사, 승인되지 않은 구절
• 다른 학생이나 수정된 사람의 작업 전체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웹에서 자료를 가져와 제출하거나 수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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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작업으로
부정 행위
대학의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학습 경험, 평가 항목 및/또는 시험을 위해 설정된 조건.
부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설문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얻은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 시험에서 다른 학생의 답을 복사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허용
시험에서 답을 복사하는 학생
•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시험에 가져옴
• 다른 학생을 대신해 시험장에 앉거나 시험장에 다른 사람을 데려가게 하는 행위
자신을 대신하여
•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지를 꺼내는 경우
지시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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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전 시험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
시험
• 표시된 과제를 변경한 다음 재채점을 위해 반환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
공모
학생이 강사의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작업할 때 담합하는 행위
독립적으로 완료된 작업으로 표시되는 작업을 생성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학생에 의해. 담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작성
•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메모를 사용
• 주석이 달린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강조하거나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
• 같은 주제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다른 학생에게
다른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의 과제
과제 제출 시 이점
기타 학업 부정 행위
학생이 다른 학생을 억제하거나 방지할 때 학생은 학업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합법적인 학습 또는 가르침.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특히 다음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 규칙 위반
•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보류
필요할 때 책에 접근
• 도서관에서 책을 훼손하는 행위
•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는 행위
• 수업 방해
• 기타 타인의 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그들의 일, 연구 또는 연구
기타 부정직 행위
기타 금지된 학업 부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고의적으로 대학 및 교직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부 기관에 접근하기 위해 대학과의 제휴를 오용
서비스
• 잘못된 정보나 대학 자원을 사용하여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대학교
• 대학 문서의 위조, 무단 변경 또는 무단 사용
전자 전송 또는 식별 도구, 또는 학술 및 비
학력·서명·인감 또는 그 도장
• 대학 문서, 기록의 위조, 변경 또는 오용
신분증
• 대학 기록의 작성을 유발, 묵인 또는 장려하는 행위,
문서화하거나 부정직하게 작성하다
• 대학 관계자에게 뇌물이나 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다
•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생회 선거를 조작하는 행위
개혁 대학의 협회
• 캠퍼스의 모든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둘 이상의 투표용지를 던지거나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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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행동
"무질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교육, 연구, 행정 또는 기타 대학의 방해 또는 방해
활동
• 학업을 방해하는 방해를 일으키거나 유발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권리, 사생활 또는 특권을 추구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위협, 협박, 괴롭힘, 강압 및/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입력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승인과 지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조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형의 행위 위반 혐의 검토
• 성희롱에 관한 대학 정책 및 절차 위반, 기타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 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성에 관한 정책에서 대학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괴롭힘(Reformed 대학의 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괴롭힘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게시된 대학 정책, 규칙 또는 규정 위반
• 대학 관계자 또는 법 집행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 및/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 무료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모으는 행위
불법 행위를 유발하거나 임박한 집회 및 시위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상해를 위협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예정된 및/또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도록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대학 커뮤니티
캠퍼스 건물 또는 지역 내에서의 정상적인 활동
• 사전 승인 없이 광고 또는 판촉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적절한 대학 관계자 또는 학교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대학, 주법 또는 지방법
성희롱
성희롱은 대학의 사명을 훼손하고 경력을 위협하며,
학생, 교수진, 교직원 및 캠퍼스 방문자의 교육 경험 및 웰빙.
따라서 모든 학생, 교수진, 교직원 및
게스트는 성희롱 및 성적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에 설립되었지만
미국 및 조지아주 법에 따라 대학의 정책
성희롱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금지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개혁 대학의 학업, 주거 및 전문 표준의 표현
지역 사회. 대학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불만이 접수되거나 목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괴롭힘
제3자에 의해.
이 정책은 모든 교직원, 학생 및 모든 관련 직원 또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모든 개혁 대학 구성원은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캠퍼스, 대학이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학 또는 그 사업. 이 정책은 인정받은 학생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조직. 대학 시설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자, 교내에서 업무를 하는 자 또는
방문 대학은 이 정책에 의해 설정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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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 포함됩니다. 성적인 요구 및 기타
그러한 행위에 복종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고용이나 학업 상태에 대한 용어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제출 또는 거부는 고용 또는 학업의 근거입니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또는 그러한 행위가 다음과 같은 목적이나 효과를 가질 때
개인의 업무나 학업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작업 또는 학습 환경. 성적 예
괴롭힘에는 성적 풍자, 외설적인 말, 모욕,
위협, 성별에 대한 농담, 특정 특성 또는 성적인 제안,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것
소음, 헐뜯기, 휘파람 또는 음란한 몸짓, 몸을 만지거나 꼬집기
강압적인 성관계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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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괴롭힘은 동료, 교사, 학생, 친구, 낯선 사람,
가족 구성원, 남성 또는 여성.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과 피해자가 같은 성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이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은 안전 및 보안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성희롱이란 무엇입니까?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정의 또는 성적
1980년의 괴롭힘: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또는 기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
성적인 본성:
1.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제출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2. 개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다음의 근거로 이용된 경우
그러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 결정, 또는
3. 개인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할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행위
업무 수행을 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유형 1과 유형 2는 모두 대가성 괴롭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성적 뇌물" 또는 이익의 약속, 그리고 "성적 강압". 유형 3은 가장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이 형식은 덜 명확하고 더 주관적입니다. 직장
괴롭힘 고소인은 EEOC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연방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 15,000명의 성적
괴롭힘 사건은 매년 EEOC에 접수됩니다.
성희롱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다음을 포함하여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상사, 고객, 동료, 강사 또는 교수, 학생, 친구,
또는 낯선 사람.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표적이 된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고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남성 또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히는 사람은 남성 또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성희롱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유형
• Power-Player: 법적으로 대가성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위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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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아버지의 모습(카운셀러-도우미라고도 함): 이 괴롭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성적 사실을 숨기면서 멘토와 같은 관계를 형성
개인적, 직업적 또는 학문적 관심을 가장한 의도.
• One-of-Gang: 종종 경쟁이나 재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One-of-Gang 괴롭힘
남성 또는 여성 그룹이 음란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할 때 발생합니다.
신체 평가 또는 기타 원치 않는 성적 관심. 범죄자가 행동할 수 있음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이 특정
사람.
• Serial Harasser: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신중하게 좋은 평판을 쌓습니다.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은밀히 공격하여 그것이 그들의 말임을
피해자의 반대.
• Groper: 기회가 올 때마다 괴롭히는 사람의 눈과 손이
떠돌다. 그들은 키스나 포옹을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며 때로는 잡아 당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 기회주의자: 그들은 물리적 환경과 환경을 사용하여 계획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인 성행위.
• Bully: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일부 위반에 대해 피해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의 관심이나 접근을 거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을 은폐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자신이나 능력에 대해. Bully는 그러한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간주합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적절한 장소"에 두는 것.
• Confidante: 그들은 부하 직원에게 동등하거나 친구로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어려움, 감탄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발명하기
그리고 동정심,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의 것을 공유하도록 초대하여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곧 관계는 친밀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부하가 탈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 상황적 괴롭힘: 괴롭힘 행위는 가해자가 참을 때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상황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힘
상황이 바뀌거나 압력이 제거되면 일반적으로 중지됩니다.
• 해충: 관심과 데이트를 위해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는 괴롭히는 사람
지속적인 거부 후에도. 이 행동은 종종 단순히 잘못 인도됩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지만 여전히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 Great Gallant: 언어적 괴롭힘에는 과도한 칭찬과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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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와 성별을 중시하고 어울리지 않거나 창피한 댓글
받는 사람에게.
• 지적 유혹자: 이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성적 목적으로 학생 또는 학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
그들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연습이나 "연구"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 경험, 선호도 및 습관에 대해.
• 무능한 자: 사회적으로 무능한 자, 그들은 자신이
표적은 그들의 주의에 아첨을 느껴야 합니다.
• 스토킹: 이것은 또한 성희롱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환경(환경적 괴롭힘이라고도 함):
외설, 성적 농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낙서, 인터넷 포르노 보기, 성적으로
모욕적인 포스터와 물건 등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행동이나 개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정인을 향해야 합니다.
• 의식 및 개시: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은 다음의 일부로 그룹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회원들이 신입 회원을 학대하거나
성희롱 또는 입문의 일부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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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
• 직장 또는 학교 성과 감소; 결근 증가
• 과정을 중단하거나 학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 직업이나 경력의 상실, 수입의 상실
• 공개 조사를 위해 사생활이 제공되는 경우
• 정밀 조사와 가십으로 객관화되고 굴욕을 당함
• 공개적으로 성적 대상화됨
•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신뢰 상실
•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 참조/추천의 손실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
•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감소
• 생산성 감소 및 팀 갈등 증가
• 재정 목표 달성 성공률 감소
• 괴롭힘이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사임으로 인한 직원 및 전문 지식
성희롱 혐의자의 사임/해고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손실
괴롭힘
• 생산성 저하 및/또는 결석을 경험하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결석 증가
괴롭힘
• 의료비 및 병가 비용 증가
• 괴롭힘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윤리적 기준을 훼손할 수 있으며
교직원 및/또는 학생이 존경을 잃음에 따라 조직 전반의 규율
성희롱에 탐닉하거나 외면하는 선배를 신뢰한다.
• 조직의 이미지에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책임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대학의
성희롱 및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이해가 잘 안되는 학생
정책은 학생처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
정책은 부서장 또는 감독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부서장 또는 감독관
정책을 이해, 해석 또는 적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추가 지침 및 정보는 대학 안전 및 보안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한번
교직원이 성희롱 또는 성희롱 고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또는 비서면, 그 교직원 또는 직원은 인간의 이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불만의 기록을 인식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자원
괴롭힘의 패턴.
감독자는 이 정책의 준수를 모니터링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자
좋은 행동의 본보기가 되고 괴롭히는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복이 없도록 합니다. 개혁 대학은 회원을 제공합니다
목적이 있는 금지된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갖춘 학교 커뮤니티
또는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작업 또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
개인의 업무 또는 학업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기타
개인의 고용 또는 학업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괴롭힘
치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정책과 치료에 대한 기본 약속에 위배됩니다.
다른 하나는 존엄성과 상호 존중으로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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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대학의 구성원이
이 정책을 위반하는 괴롭힘이나 보복을 금지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다음까지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해고 또는 지위의 영구 해지를 포함합니다.
제재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성적
괴롭힘은 학생의 해고 또는 해고에 대한 적절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신 교수 임용 종료를 포함한 고용. 대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협박, 위협, 강압 또는 기타 보복을 허용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
그러한 활동에 종사.
기밀성
대학은 성희롱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한 문의 및 불만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최고의 재량. 대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 정책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기밀 유지,
불만 사항에 관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성희롱에 대한 논의가 기밀로 유지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문의하는 사람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대학이 법적으로
조사의 의무는 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카운슬러 또는 캠퍼스 목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고객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
해결 절차
Reformed University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개혁 대학은 유지
교수진, 행정부의 구성원에 대한 또는 이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정책
또는 학생. 사건이 발생하거나 목격한 경우, 해당 사항을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시 안전 및 보안 부서에 제출하고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 공무원이 학생처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처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후속 절차. 개혁 대학은 특별히 조직 된 교수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임명된 교수진이 대학의 결정을 내리는 사법 교수 위원회
피고인과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책과 결정.
1. 불만사항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문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사처
학장 또는 법사위원회 위원.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불만 사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 해상도
불만을 접수한 대학 관계자는
상황, 필요한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옵션을 설명
사용 가능. 이 대학 관계자는 이 문제를 총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학술 및 사법 교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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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을 구한 후, 학사 및 법사위원회 위원이 감독한다.
비공식적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의사 소통 과정
양 당사자에게 허용됩니다. 고소인이 정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식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의심되는 범죄자와 최초의 의사소통 후
결의가 있는 경우, 서면 불만 사항을 학술 및 사법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수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 조사를 수행합니다.
고소인 인터뷰를 포함하여 회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사실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의 가해자 및 사건의 다른 증인.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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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기밀로 유지되며
기록은
결과 및
결과와
함께 보관됩니다.
대학 총장에게
보고할 권고.
대통령이
검토할
예정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대통령은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조사.
무기
화기, 폭발물, 기타 무기 또는 위험한 화학 물질 소지
대학 재산은 언제든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안전
개혁 대학은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없을 겁니다
마약, 알코올, 무기, 성행위, 폭력 행위 또는 불법 행위가 허용되는
교정. 처방약을 제외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불법
캠퍼스에 유해한 자료를 소지하면 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즉,
퇴학), 서슴지 않고 리폼드대학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반자에 대해 및/또는 위반자를 연방 당국에 보고합니다.
대학은 미국 교육부가 권장하는 "3R"조치를 취합니다.
비상 상황 처리: 준비, 대응 및 복구. 우리는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상식을 사용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은 현재 학생에게 연락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 캠퍼스 보안 부서는 전자 메시지(SMS)를
캠퍼스 비상시 학생의 휴대폰 및 이메일 계정.
알코올 및 약물 위법 행위
조지아 법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음료를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적 음주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주 나이. 개혁 대학은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다음을 기대합니다.
알코올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선택한 사람. 대학의 모든 학생 및 구성원
21세 미만은 알코올 소지 및 소비가 금지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예:
처방약). 알코올 음료의 사용, 소지, 배포 또는 판매,
대학 구내에서 마약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도난, 손상 및 재산 무시
대학 구성원은 다음 항목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재산; 요청에 따라 캠퍼스에서 임대, 임대 또는 배치된 품목 또는 서비스
기관의; 학생, 교직원, 직원, 대학의 손님 또는
학생 단체; 또는 캠퍼스 외부의 개인 또는 기업 소유 품목
적절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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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태의 절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대학 재산 항목의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손상 또는 파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캠퍼스에 임대, 임대 또는 배치된 품목; 아이템
학생, 교직원, 교직원, 대학의 손님 또는 학생에 속하는
조직; 또는 캠퍼스 밖의 개인 또는 기업 소유 물품
• 판매자가 교과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교과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는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도서관에 소장된 물품 또는 비치된 물품을 가져오거나, 가져가려고 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전시를 위해 도서관에.
대학 재산, 시설, 열쇠의 무단 출입/사용
개혁 대학 재산에 관한 다음 활동은 금지됩니다.
• 건물, 사무실 또는 기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
대학 시설
• 대학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대학 키 또는 기타 방법의 무단 소유, 사용 또는 복제
통제된 접근(예: 카드, 코드)
도박
개혁 대학은 다음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 조직 또는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 및 대학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률 게임 또는 도박.
헤이징
개혁 대학은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Hazing"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른 고통을 유발하는 고의적, 부주의 또는 부주의한 행동, 활동 또는 상황,
개인의 참여 의지와 상관없이 당혹감, 조롱 또는 괴롭힘.
그러한 행동과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술이나 기타 물질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음식이나 기타 물질의 섭취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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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조깅, 달리기 등)
• 라인업
• 모든 재산의 절도
• 매일 밤 연속 6시간 미만의 수면 유발
• 충분한 학습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활동 수행
• 언제든지 과도한 노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회원에 대한 원치 않는 인신매매 행위를 하는 행위
• 대학 정책, 연방법, 주법 또는 지역법 위반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
RU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책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대학 행동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고의로 묵인하거나 격려하거나
대학 행동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허용, 용인, 허용
또는 게스트가 대학 행동 규정을 위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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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시 위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 관계자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들의 의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의 동물들
동물(고양이, 개, 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대학에 데려오는 경우
안내 동물을 제외한 건물, 허가된 실험실에 사용되는 동물
목적 또는 명시적으로 허가된 동물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경찰을 제외하고 개 및 기타 동물은 대학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 훈련 중인 도우미 동물, 장애인이 사용하는 도우미 동물, 동물
아래에 명시된 상급 감독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 또는 동물
대학 프로그램의 일부로 연구 또는 시연에 사용됩니다. 서비스 동물 소유자
교육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학생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동물(경찰견 또는 경찰견 제외)을 동반하고자 하는 교직원
동물) 캠퍼스 또는 대학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및 제한 사항:
1. 해당 교직원의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과장, 행정과장) 교수 또는
동물을 건물 안으로 데려가는 직원
2. 성견의 경우 개가 다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복종 훈련
3. 교직원이 동물을 건물에 반입한 경우
동물은 해당 교직원 사무실로 직접 데려가야 합니다.
4. 동물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교실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승인한 교육 또는 연구 프로젝트
5. 개는 승인된 기간을 제외하고 대학의 모든 구역에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이 목줄로 구속되지 않아야 하는 이벤트, 훈련
수업, 또는 개가 교직원 사무실에 있는 경우
6. 대학 부지에 있는 다른 모든 동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가죽끈 또는 기타 적절한 구속 장치, 그리고 가죽끈 또는 장치는 반드시
항상 유능한 사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7. 대학 부지에 있는 모든 개는 항상 유효한 개 면허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8. 동물이 대학 부지에 방치한 배설물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동물의 주인이 그러한 것을 맡겼습니다. 모든 손상, 얼룩, 변색,
냄새 또는 동물의 배설물 퇴적물의 기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수리되거나 해결됩니다.
영향을 받는 지역을 대학 표준으로 되돌립니다. 동물의 주인은
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대학의 교육과정, 행정과정, 기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모든 동물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해당 동물을 대학 소유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처리자에 의해 즉시. 대학 시설에서 발견된 모든 동물의 소유자
동물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동물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실패
이 요청을 준수하면 동물이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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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을 주는 동물은 압수 대상이 되며 소유자가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동물의 소유자는 압수 및/또는
동물의 석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 비용. 대학의 동물 소유자
재산은 동물(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동물도 대학 건물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없습니다. 무인 동물
대학 건물 외부에서 보안 또는 제지된 것이 발견되면 귀넷은 제거할 것입니다.
카운티 동물 통제. 적절한 음식 없이 모든 차량에 동물이 있는 경우,
물, 환기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극한의 온도에 노출
지역 당국에 보고될 것입니다.
다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야생 동물(예: 주머니쥐, 스컹크, 코요테) 관찰
대학 재산에 대한 정보는 대학 안전 및 보안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대학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 안전 및 보안 부서 또는 지역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발견된 사체 제거용
대학 소유지에서 대학 안전 및 보안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업무 시간. 개발되거나 개발된 캠퍼스 부지에는 말을 타면 안 됩니다.
조경된.
캠퍼스의 미성년자 방문객
사전에 대통령의 동의와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상황에 따라 대학 커뮤니티 구성원은 미성년자를 데려 올 수 없습니다.
대학 구내에 자녀 또는 형제 자매.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대학 구내에 있는 그러한 미성년자에게
피해에 대해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캠퍼스의 자동차
이 규정은 개혁 대학의 주차 정책을 다룹니다. 모든 주차 규칙은
1년 365일 시행합니다. 모든 질문은 안전 관리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안 전화 770-232-2717.
• 모든 유권자는 중요한 주차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 부지에 있는 모든 차량은 적절하게 등록 및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해당 주에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모든 차량은 소유자의 비용으로 견인되어야 합니다.
• Reformed University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자 및
사무실에 등록하지 않은 손님은 캠퍼스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업무의.
•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은 유효한 주정부 발행 장애인 주차 공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모든 장애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번호판. 장애가 있는 경우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주차는 예약되지 않은 모든 공간에 허용됩니다.
장애인 번호판이 보이거나 주에서 발행한 행택,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표시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캠퍼스 내 모든 손상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차량을 잠그고 주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조명이 밝은 공간, 비어 있는 동안 차량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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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
개혁 대학은 학생, 교수진을 위한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교실 및 현장 경험, 회의, 전시회 및 직원을 통해
열린 토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 및 지역 사회 행사
기회,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개혁 대학은 모든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교직원 및 학생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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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 있는 개인. 이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수, 직원 또는 학생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개인으로서. 그러나 대학의 관리자, 교수진 및
직원은 공식적 능력으로 공개 또는 미디어 성명을 발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치 캠페인 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만들 때
개인 자격으로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학을 대표하거나 대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이 부분적으로 규제되는 비영리 사립 고등 교육 기관
국세법 501(c)3항에 따라 개혁 대학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직 후보자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연방
주법은 개인의 정치 활동과 개인의 정치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개혁 대학과 같은 면세 기관. 면세 기관은 금지
"법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상당한 노력"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거나
후보자를 대신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캠페인에 개입하는 것"
이러한 이유로 캠퍼스 내 정치활동은 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개혁 대학의 합법적인 면제를 증진하기 위해서만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캠퍼스 내 정치 활동에 관한 일반 정책
캠퍼스 내 정치 활동은 본질적으로 교육 목적을 지원해야 하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행동 촉구로. 특정 활동의 단일 인스턴스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국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된 활동이 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캠페인에 기관이 개입하면 세금 코드 위반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정치 활동 지침
프레젠테이션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은 개인 및 집단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대학. 공식적으로 구성된 특정 후보자의 지지
캠퍼스 그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이름 및/또는 휘장은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데 사용되거나 의도된 문구 또는 기타 자료.
후보자 및 캠페인
공직 후보자가 캠퍼스에 출석하는 것은 교육 또는
대학 커뮤니티와 정보 제공 대화 및 공식적으로 후원해야
캠퍼스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외모는 공공 사무실과 조정해야합니다
총장실의 최종 권한 하에 있는 개혁 대학의 관계,
캠퍼스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유력한 후보자에게 확대됩니다.
특정 사무실. 이벤트는 캠페인 랠리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자는
개혁 대학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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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자료 전송을 포함한 후보자 캠페인 및 기금 마련
인터넷, 대학의 허가 없이 대학 부지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스터와 전단지는 공지사항 게시에 대한 개혁 대학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대학 시설 및 자원의 사용
서비스 및 자료를 포함한 캠퍼스 정치 활동은 대학에 지불할 수 없습니다.
자금. 시설 및 자원의 사용은 대학 일정 정책에 따릅니다. 교정
조직은 캠퍼스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정치적 포럼 및 토론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 공식적으로 구성된 캠퍼스 그룹이 후원합니다.
캠페인 직원을 모집하는 대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캠퍼스
Reformed University의 캠퍼스 메일 시스템, 전화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한 후보자의 캠페인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력
일반적으로 대학 시설과 자원은 주로 행동 촉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후보.
모금 활동
정치 후보자 또는 캠페인을 위한 자금 또는 기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혁 대학의 이름으로 또는 캠퍼스에서 요청하고 대학 자원은
그러한 자금을 모집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혁 대학교의 학생, 교직원 또는 직원이
정치적 기부는 개혁 대학을 대표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해야 합니다.
전단지 게시
포스터, 표지판, 공지사항 및 전단지는 캠퍼스의 지정된 장소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
특정 행사 또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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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부서 또는 단위에서 후원하는 정치 행사:
1. 승인: 정치 행사는 대학의 학과 또는 단위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홍보국장 및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포럼 또는 토론 형식.
2. 홍보: 대학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홍보 자료는 다음을 암시하거나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또는 후원 단위 또는 부서가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 조직의 정치 조직 위치.
3. 비용, 경비, 수수료 및 명예. 시설대여료는 면제되지만,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보안, 관리, 주차 지원, IT 등)은
기관 후원자가 지불합니다. 어떠한 보상, 명예 또는 비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치 조직 또는 정치 후보자에게 지급 입장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과되며 정치적 모금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 행사는 인정받는 학생, 교직원 또는 직원 그룹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조직:
1. 승인: 후원은 회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승인해야 합니다.
캠퍼스 시설은 시설에 따라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정책 및 관련 지침 또는 정책. 리셉션은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정치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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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대학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에 대한 홍보 자료는
기관 또는 후원 단위 또는 부서가 정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사실,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 조직의 정치 조직 위치; NS
후원 기관은 행사, 주제에 대한 언론 보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학의 권리.
3. 면책 조항: 각 정치 행사가 시작될 때, 행사가 완전히 소집된 후,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대표자, 정치인
조직 또는 후원 그룹 또는 조직은 다음 구두를 전달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행사는 (단체명)이 후원합니다. 개혁주의의 사용
이 행사를 위한 대학 시설은 다음의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관. 개혁 대학은 이 후보자나 조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또는 기타 정치 캠페인과 관련된 모든 후보자 또는 조직
또는 선거."
4. 비용, 경비, 수수료 및 명예: 시설 임대료 및 서비스 비용은
인정 대학에 대한 개혁 대학 정책에 따라 청구
조직. 정치자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 임명 또는 선출직
관리자, 교수진 및 직원은 정치적 임명을 수락할 수 있지만,
대학 직원이 근무 중에 정치 캠페인을 관리하거나 참여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주 또는 연방에서 선출직 정치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의 수준.
기관 자원의 사용
개혁 대학 직원 및 학생은 대학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자금, 차량, 복사기, 팩스, 용품, 서비스, 우편물 라벨 등) 정치 캠페인
이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 로고, 레터헤드, 휘장 또는 인장
그러한 서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직원의 직위는 사용된 경우 다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보만.
캠퍼스 내 정치 토론 또는 포럼 지침
1. 공직에 대한 모든 법적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하며 기록
초대와 응답으로 구성됩니다.
2. 이벤트 시작 전 모든 참가자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초청된 후보자 및 거절 또는 참석 여부;
3. 리폼드 대학교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진행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상 모든 후보자와 주제에 대해 중립적이며 광범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예상 직무 책임 내 질문 범위;
4. 모든 후보자는 질문에 답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5. 행사장에서는 캠페인 문헌이나 기금 마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혁 대학 시설 코디네이터는 사용자에게 위의 사항을 알립니다.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준수 사항을 문서화합니다.

지방, 주 및 연방 법률 및 조례
지역, 주 또는 연방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본 강령을 위반하며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이 법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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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그 이익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만 형사 기소
대학 밖의 지역 사회의 것. 일반적으로 대학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법 집행관이 이를 처분할 때까지 제재
경우.

선물 수락
항상 명성을 보존 및 보호하고
다음 표준의 구현을 통해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
학생들의 선물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팁, 개인적인 팁,
또는 학생들로부터의 선물과 금전적 팁이나 팁을 받는 것.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경우
개인이 금전적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는 사무국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목적이나 사례금의 가치에 관계없이 재정.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선물, 호의, 서비스, 향응,
또는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또는 행동의 범위 내에서 기타 가치 있는 것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전,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구매자, 공급자, 고객, 정부 공무원 또는 대학의 다른 사람은
절대 금지. 그러한 행위는 즉시 RU 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벤더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사례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대학의 정책입니다.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계열사.

대학 자산의 개인적인 사용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대학의 자산을 개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학 재산은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개별 회원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대학의 이익을 증진합니다.
대학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 회원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져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학의 장비, 용품, 재료 또는 서비스.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근무 시간 동안 대학 구성원에게 보수를 지급
커뮤니티 또는 대학의 장비, 용품, 재료 또는 서비스의 사용
개인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다음을 획득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부 또는 대학의 기타 경영진의 승인.

대학 시설 및 장비 사용 정책
개혁 대학 이사회는 대학 행정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모든 대학 재산, 장비 및 시설을 감독하고 유지합니다. 보드
대학 재산,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만
교수진, 교직원, 학생 또는 일반 대중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교육 서비스. 각 직원은 재산, 시설 및 장비를 다음과 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 문제는 즉시 비즈니스 사무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 직원을 위해
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할당은 일시적이며 절대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무실 공간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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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간은 회장의 조치에 따라 재배정될 수 있으며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간을 다시 할당해야 할 때마다 협력하십시오. 교직원을 포함한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 사무실을 변경, 변경 또는 추가하지 마십시오.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교실, 건물 또는 기타 시설. NS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완료되고 승인된 작업 지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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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예산 한계 내에 있습니다.
시설 열쇠
사무실과 건물의 열쇠는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열쇠 분실
직원에게 청구됩니다. 요청 시 키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동. 직원은 키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 및 장비
모든 대학 재산과 장비는 매년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목록이 작성됩니다.
사장의 명령에 따라 경영국장. 사업 사무국장 초안
현재 재고 절차 및 재고 관리 절차를 관리합니다. 사용
재산과 장비는 항상 적절한 존중과 주의를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다
장비 및/또는 재산에 대해 비즈니스 사무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즉시. 교내에서 대학 외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 장비를 따릅니다. 본교는 파손, 수리 또는 대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학 캠퍼스 또는 대학 활동에서 사용되는 사유 재산 또는 장비
사전 승인 없이. 자본 항목으로 정의되는 대학 장비 및 재산은
해당 사업 담당 이사가 잉여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면,
사업 담당 이사는 폐기, 판매 또는 기타
사용. 재산 또는 장비의 폐기, 판매 또는 기타 무단 사용은 환불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한 직원에 대해 대학을 대신하여 제정된 절차. 개인적인 사용 금지
장비, 건물, 사무실 또는 기타 시설을 포함한 대학 재산은 허용됩니다.
대학교. 직원은 대학과 관련된 개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그룹의 재산, 장비 또는 시설.
개혁 대학 그룹 또는 개인
정책
본교는 리폼드 대학교 소속 학생, 교수진,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및 교육 기관
사용하기위한.
개혁대학 이용자를 위한 지침 및 절차
리폼드 대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리폼드 대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사업 담당 이사에게 연락하십시오.
1. 학생단체
NS. 개혁된 대학 시설 또는 장비는 대학이 승인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이 학생 조직에 지장을 주거나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경우
대학의 학업 또는 학생 프로그램에 불편을 주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대학의 사명과 함께.
NS. 대학이 승인한 학생 조직은 헌법을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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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자격을 갖춘 학생 조직은 대학 자산 사용을 예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시설 또는 장비의 사용을 위한 장비 요청 양식
조언자.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은 학생 조직 고문의 책임입니다.
해당 부서와 조정할 비즈니스 사무국장에게 연락
관리자.
NS. 학생 조직 고문은 안전 및 보안 책임자에게
문을 닫고 사용 후 시설물을 고정하십시오.
2. 대학 직원 또는 대학 조직
NS. 개혁 대학 시설 또는 장비는 대학 관련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활동이 본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심각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학업 또는 학생 프로그램 및 대학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NS. 캠퍼스 시설에서 대학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업 담당 이사 및 해당 캠퍼스 관리자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씨. 해당 활동의 후원자는 안전 및 보안 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문을 닫고 사용 후 시설물을 고정합니다.
외부 사용자용
정책
대학은 지역 사회, 종교, 정부, 시민, 교육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황:
1. 외부 단체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의 대학 연락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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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설
사무국입니다.
2. 그러한
시설 및
및 장비는
장비의 비즈니스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업 및 학생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불편을 주는 행위
프로그램이며 대학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모든 조직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된 그룹의 승인된 관리가 서명한 서면 계약.
4. 시설 임대 및 점유 계약서에 서명/수령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5. 이용자는 대학의 규정 준수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안된 사용과의 연결.
6. 이용자는 일반책임보험을 포함한 공적책임보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 기간을 포함하는 책임 한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명 전 계약.
나. 외부이용자에 대한 지침 및 절차
1. 일반 사용자
NS. 사업 담당 이사는 적절한 관리자와 협력하여 다음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를 요청하고 조정을 담당합니다. 렌탈
요금은 가장 최근의 렌탈 요금표에서 인용됩니다.
NS.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임차인은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씨. 개혁 대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불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할 권리가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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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
NS. 개혁 대학의 교육 시설은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을 임대합니다.
NS. 렌탈료는 가장 최근의 렌탈료 스케쥴에서 인용됩니다.
씨.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계약에 서명하고 모든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의.
3. 장기시설임대
NS. 개혁된 대학 경영 사무국, 이사회 대표 대행
계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임차인과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필요에 봉사합니다.
NS. 세입자는 사무실 공간 임대 계약에 서명하고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의
일반 지침 및 규정
1. 오후 10시까지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2. 대학 구내에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모 이외.
3. 장비반환 또는 시설휴가 이전에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청소하기 위해.
4. 대학 구내는 이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불법
도박, 알코올 소지, 불법 약물,
무기, 총기 또는 무질서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재
제재의 목적은 발견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혁 대학 행동 강령의 조항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RU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가능한 제재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법 절차 및 결정.
경고
행위의 계속 또는 반복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반자에게 통지합니다.
금지된 행위는 추가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포함한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 견책
금지된 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은 추가 징계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견책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자에게 제공됩니다. 사본
견책에 대한 내용은 학생 사무국의 학생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징계 집행 유예
특정 기간 동안 특권 또는 교과 과정 활동 참여에서 제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간; 추가 제한 또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위반
수습 기간 또는 수습 기간 동안의 기타 강령 위반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정학 또는 퇴학. 보호 관찰 통지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 부서의 학생 파일에 추가 사본이 있어야합니다.
추가 참조를 위해 학생의 기록과 함께 전자적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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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위반자는 대학 또는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 강령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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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위반자는 서면에 명시된 수업 및 기타 특권 또는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동안 통지합니다.
제명
가해자의 학생 신분이 취소되고 대학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됩니다.
특권과 활동. 퇴학 통지서 및 결정 절차 의사록 사본
학생부 학생 파일에 보관되며 추가 사본
추가 참조를 위해 학생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됩니다.
고용 거부
위반자는 현재 또는 미래의 대학 고용에서 정학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NS
거부 통지서 및 결정 절차 의사록 사본은 교수진에 보관됩니다.
교무처에 제출하고, 추가 사본은 교무처의 교무실에 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적 자원부에 문의하십시오.
RU 행정부 및 관련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법 위원회(있는 경우).

고충 처리 정책 및 절차
학생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시에 만족스럽게 해결됩니다. 학생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비공식 불만 처리 절차
학생들은 교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휘말렸다.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사건의. 학생이 교직원 또는 교직원과의 토론이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공식 불만 사항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비공식 토론에 참여하지만 사건이 학생의 의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공식 불만 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불만 처리 절차
학업 외 문제에 대한 불만 사항은 학생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무. 학문적 문제에 대한 불만은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사 업무.
• 사건 발생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학생은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처 또는 교무처.
• 고충이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생은 부통령실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이 문제를 조사하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학생에게 서면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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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교무처장 또는 교무처장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은 교무처장에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부회장에게 서면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답.
• 학생은 항소와 함께 모든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부회장은 학생과 행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부사장의 결정은 부사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항소장.
고충 항소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불만을 제기한 학생에 대한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 된.
기록 보유
조사, 처분 및 고충 자체를 포함한 공식적인 고충에 관한 문서
졸업 또는 최종 재학일로부터 2년간 유지한다.
책임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이 총괄책임을 진다.
고충 처리 절차가 이행되도록 합니다. 학생이 그렇게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비공립 고등교육위원회(GNPEC)는 모든 내부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GNPEC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아 비공립 고등교육
위원회 표준 관리자
2082 이스트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 스위트 220
터커, 조지아 30084-5305
전화 (770)414-3300 | 팩스(770)414-3309
gnpec.georgia.gov

징계 회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다음보다 덜 가중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대학에서 퇴학, 정학 또는 고용 종료는
학생처 또는 교무처에서 징계 회의. 이것들
회의는 RU 행정부가 수집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공식 회의입니다.
강령 위반 혐의에 관한 관련 정보 및 제재 결정을 위한 경우,
해당되는.
대학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할 수있는 위반으로 기소 된 학생은
학업 상태에 관한 교수진 위원회 또는
적절한 행정 청문회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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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은 정학 또는 해고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됨
대학 취업은 공식 청문회를 위해 교수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교수진 평가 또는 적절한 행정 청문회 담당관. 모든 노력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혐의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징계 청문회에서는 다음 절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 피고인에게 심리기일과 구체적인 혐의를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2. 피신청인은 사건 파일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듣기; 대학 직원 또는 불만 제기자의 개인 메모는
포함. 이 파일은 학생처 사무실 또는 사무실에 보관됩니다.
응답자의 위치에 따라 학업 업무.
3. 의장은 청문회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교무처나 교무처에서는 응답자의 직위에 따라
그러한 소환장은 인편으로 배달되거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4. 대학생 및 직원은 그러한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중대하고 불가피한 개인적 어려움 또는 상당한
정상적인 대학 활동을 방해합니다.
NS.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된 증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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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거짓 정보를 제공한 증인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
씨. 피신청인이 적절한 통지 후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회는 응답자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5. 공청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6. 의장은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통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소비하고 청문회를 질서 있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청문을 방해하는 사람은 의장에 의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람.
7. 청문회는 테이프로 녹음되어야 합니다.
8.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이며
대학에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9. 고소인 및 피고인 이외의 예비증인은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증인의 증언 중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자, 증인 및
일반인은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된다.
10. 피고소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고려하고, 더 강한 인상을 주고, 더 큰 무게를 가지며, 더 많은
그에 반대되는 증거와 비교했을 때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 확신을 주는 것.
11. 공식적인 증거 규칙은 수행된 징계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강령에 따라. 과도하게 반복적이거나 관련이 없는 증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 결정함.
12. 고소인과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질문할 모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양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증인.
13. 모든 진술이나 주장은 입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 학생 및 교수진의 일반적인 경험에 속하는 문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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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재에 관한 심의가 뒤따른다. 과거
응답자의 징계 기록은 심리 기관에 제공됩니다.
책임의 결정.
15. 책임의 발견은 발견을 설명하는 서면 메모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사건 파일에 저장되고 응답자에게 제공됩니다.

항소
징계 결정은 응답자가 학업 책임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이의 제기 요청은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무처 또는 그 피지명인이 통지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원래 결정의 응답자. 할당된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래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입니다.
교무처장 또는 피지명인은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실시하지 않지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응답자의 주장을 기반으로 항소를 고려하십시오.
NS. 대학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의 결함
NS. 청문회 결정에 명백한 편견
씨. 관련 새로운 증거 또는 정보의 존재(당시에는 이용 가능하지 않음)
회의 또는 청문회
NS. 위반행위에 비례한 제재, 이 경우 교무처장 또는
피지명인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결정을 지지 또는 번복하거나, 제재를 줄이거나,
재심의 경우.
이자형. 상황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새로운 증거 또는 불충분한 고려.
최종 항소
대학의 총장 또는 적절한 위원회가 다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결은 기관의 모든 지지층에서 제기된 불만으로 간주되지만,
내려진 결정이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정의와 공정성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Georgi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GNPEC) 또는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TRACS). 연락처 정보
이러한 조직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및 학교의 초교 협회
15935 숲길,
포레스트, 버지니아 24551
전화: (434) 525-9539
팩스: (434) 525-9538
http://www.tracs.org/
이메일: info@tracs.org
조지아주 비공립 고등 교육 위원회
2082 이스트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스위트 220
터커, 조지아 3008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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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770) 414-3300
http://gnp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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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파일 및 기록
징계 파일 및 기록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FERPA) 규정이며 학생 사무처 또는 사무처에서 관리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의 위치에 따라 학사 업무. 의 경우
학생 퇴학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재, 징계
표기법은 레지스트라가 유지 관리하는 영구 학생 기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무실.

기록의 기밀성
학생이나 교직원은 자신의 징계 기록을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됩니다. 대학 기록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다른 당사자
사법 청문회는 조지아 공개 기록법(OCGA)에 따라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50-18-70, et seq.) 홍보실과 함께. 의료 정보와 같은 특정 정보
정보 및 사회 보장 번호가 삭제되기 전에 학생의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공개됩니다.

기록 파기
대학 사법 시스템의 모든 사건 기록은 다음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파기할 때까지 총무처장이 지정한다.
교무처장이 정한 파기 일정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일정 준수.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20 USC § 1232g; 34 CFR Part 99)은
학생 교육 기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교육부의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기금을 받는 학교.
FERPA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들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그 이상의 학교에 다닐 때 학생에게 권리 이전
고등학교 수준. 권리가 양도된 학생은 "적격 학생"입니다.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생의 교육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기록. 학교는 다음을 제외하고 기록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이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록. 학교는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을 학교에 정정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학교가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다음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식 청문회. 청문회 후에도 학교가 여전히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는
또는 적격한 학생은 자신의 기록이 명시된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쟁 정보에 대한 보기. 일반적으로 학교는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
기록. 그러나 FERPA는 학교가 동의 없이 해당 기록을 공개하도록 허용합니다.
다음 당사자 또는 다음 조건(34 CFR § 99.31):
•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전학하는 다른 학교;
• 감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지정된 공무원;
•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 학교를 위해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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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관;
•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 보건 및 안전 비상 사태의 경우 해당 공무원; 그리고
• 특정 주법에 따라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의 주 및 지방 당국.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장소, 명예 및 수상 경력,
출석. 그러나 학교는 학부모와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디렉토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격을 갖춘 학생이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학교는 그들에 대한 인명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며
FERPA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매년 권리를 부여합니다. 실제 통지 수단(특별
편지, PTA 게시판, 학생 핸드북 또는 신문 기사에 포함)
각 학교의 재량.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1-800-USA-LEARN(1-800-872-5327)(음성)으로 전화하십시오. 개인
TDD를 사용하는 사람은 Federal Relay Service 를 사용하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정책 준수 사무소
미국 교육부
400 메릴랜드 애비뉴 SW
워싱턴 DC 20202-8520

비상 상황
폭탄 위협
폭탄 위협이 있는 경우:
• 의심스러운 물체나 패키지를 만지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 해당 지역을 정리하고 즉시 개혁 대학 보안에 770-232-2717로 전화하십시오.
• 개혁 대학 보안 부서에서 적절한 통지를 할 것입니다.
전화로 폭탄 위협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 폭탄은 언제 폭발하거나 폭발합니까?
• 폭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 어떤 종류의 폭탄입니까?
• 어떻게 생겼습니까?
• 폭탄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발신자와 계속 대화하고 다음을 녹음하십시오.
• 통화 시간.
• 발신자의 나이 및 성별
• 독특한 말투, 억양, 가능한 국적 등.
• 발신자의 감정 상태
• 배경 소음
즉시 770-232-2717로 개혁 대학 보안 부서에 알리고 사건을 보고하십시오.
개혁 대학 보안은 건물의 대피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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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검색을 한다. 직원은 자신의 영역을 피상적으로 검사합니다.
수상한 물건이나 소포를 제거하고 그 위치를 개혁 대학 보안에 보고하십시오.
의심스러운 물체나 패키지를 만지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 서랍이나 캐비닛을 열거나 조명을 켜거나 끄거나 양방향 라디오 또는
휴대 전화.
• 건물에서 나갈 때 장애인을 돕습니다.
• 밖으로 나오면 영향을 받는 건물에서 최소 500피트 떨어진 깨끗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도로, 소방차로, 소화전 및 보도를 비상 차량 및
승무원.
•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응급 구조대를 돕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건 지휘관이 현지 경찰서에 상황을 알립니다.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진
개혁 대학교는 지진 단층 지역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준비와 인식은 관련된 사람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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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면 움직임이 사망이나 부상의 실제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상자는 결과
건물의 부분적 붕괴, 떨어지는 물체 및 공황으로부터.
2. 사전에 해야 할 일:
NS. 좋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을 준비하십시오.
NS. 캠퍼스 건물의 출구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씨. 식수 공급을 유지하십시오.
NS. 책장, 높은 곳의 무거운 물건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방이나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선반이나 벽에 걸기.
3. 지진이 발생한 경우:
NS. 실내에 있다면 가능하면 실외로 대피하십시오. 안에 갇힌 경우 검색
무너지는 벽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블, 소파 또는 책상 근처에 대피하십시오. 외부를 피하십시오
무너질 수 있는 건물의 벽과 돌출부.
NS. 실외에 있는 경우 열린 공간으로 들어가 잠재적으로 떨어지는 파편, 아래로 떨어진
전력선, 교량, 육교 등
4. 지진 후:
NS.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합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을 옮기지 마십시오.
NS. 전화를 사용하여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메신저를 보내십시오.
조건 허용.
씨.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NS. 가스 누출이 감지되면 최대한 빨리 구급대원에게 신고하고 대피한다.
지역에서 멀리.
이자형.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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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또는 범죄 행위
수상한 상황이나 인물은 개혁대학교 보안팀에 신고해 주십시오. 의 경우
폭력 또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하여 다음 정보를
디스패치 연산자:
• 사건의 성격
• 사건의 위치
• 관련된 사람에 대한 설명
• 관련된 재산에 대한 설명
• 관련된 모든 무기
• 관련자(들)의 복지
경찰관이 도착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협력합니다. 총격 또는 방출된 폭발물이 캠퍼스를 위협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모든 덮개와 은폐를 사용하여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방해가 된 후,
필요한 경우 응급 처치를 받으십시오. 총격의 긴급 문자를 받으면 외출
모든 불을 끄고 문을 잠급니다.
인질로 잡혔을 때 해야 할 일:
•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 과감한 행동을 피하십시오. 처음 45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 설명을 따르세요.
• 말을 하지 않는 한 말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예: 약물, 응급 처치 또는
화장실 특전).
• 흥분한 상태일 수 있는 납치범과 대립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유지하다
가능하면 항상 포획자와 눈을 마주치되 응시하지 마십시오.
•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석방되거나 탈출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다른 사람의 안전은 당신의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 전화로 경찰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불
모든 화재의 경우, 개혁 대학 보안에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당김이 있는 경우
역에서 당긴 다음 911에 전화하십시오. 개혁 대학 보안 (770-232-2717)에 전화하십시오.
모든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건물의 공공 장소에 갇힌 경우 가급적이면 방을 찾으십시오.
창문이 있는 상태로(가능한 한 창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 의류(셔츠,
코트 등) 구조 대원의 표시로 창 밖에. 창문이 없으면 근처에 있어라
공기가 덜 독성이 있는 바닥. 정기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응급 구조대원에게 경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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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위치.
방에 있을 때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문을 느껴보십시오. 뜨거우면 열지 마세요. 봉인하다
젖은 수건이나 다른 천으로 문 주위에 균열이 생깁니다. 옷을 놓거나
창밖으로 시트를 덮거나 전화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면
방에서 신발, 옷, 방 열쇠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출구로 가십시오. 소리치고
당신이 떠날 때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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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소화기, 비상구 및 경보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방법을 알고
비상시에 사용합니다.
경미한 화재를 제어할 수 있고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핀을 당겨 조준하고
방아쇠 손잡이를 잡고 소화기를 화염 바닥 쪽으로 쓸어넘기십시오. 부르다
개혁 대학 보안.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큰 화재는 개혁 대학 보안에 알리십시오. 대피
모든 방, 모든 문을 닫아 화재를 진압하고 산소를 줄입니다. 문을 잠그거나 열지 마십시오
창문.
비상상황을 알리는 건물피난경보가 울리면 걸어서
가장 가까운 표시된 출구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하십시오. 일단 밖으로 이동
영향을 받는 건물에서 최소 500피트 떨어진 곳을 비워야 합니다. 거리, 소방로, 소화전,
비상 차량과 승무원을 위한 깨끗한 통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긴급 구조대원을 돕습니다.
필요한.
캠퍼스 비상 지휘소는 비상 현장 근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건물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 즉시 911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구경꾼에게 리폼드 대학교에 전화하기
보안 전화 770-232-2717. 귀하의 이름과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의학적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을 설명합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만
고급 응급 처치 또는 CPR을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하십시오.
•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야?"
• 호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PR을 실시합니다.
제대로 훈련. 직접적인 압박으로 심각한 출혈 조절
상처.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돕습니다.
• 응급 의료 ID를 찾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모든 정보를
구급대원.

가스 누출
가스 누출의 경우:
• 770-232-2717로 개혁 대학 보안에 전화하십시오.
• 교직원,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건물에서 대피하십시오.
위협했다.
• 교차 환기를 촉진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개혁 대학 보안 또는 기타 응급 서비스는 안전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모두
필요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혁 대학 보안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학교 관계자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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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 토네이도
조지아 주는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네이도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제공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토네이도가 발견되거나 캠퍼스가 타격을 입은 경우.
토네이도 감시
"시계"는 기상 조건이 토네이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활동
계속될 수 있지만 가능한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토네이도 경고
"경고"는 토네이도가 목격되었거나 토네이도 서명이 기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도플러 레이더에. 모든 사람은 즉시 적절한 대피소를 찾아야 합니다. 토네이도 경고
길이는 일반적으로 45분입니다.
절차
토네이도 경보 발생 시 따라야 할 절차는 통신 및
Lawrenceville 시와 Gwinnett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경고 시스템. 에 위치한 사이렌
도시와 카운티의 다양한 지역은 시민들에게 토네이도 경보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이렌
대부분의 캠퍼스 위치와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토네이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 개혁 대학 보안은 폭풍을 감시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 경고음 발생 시 모든 인원은 1층 내부 공간으로 대피
(창문, 복도 등이 없는 곳) 또는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고
바람.
• 경고가 끝나면 개혁 대학 보안은 각 사람에게 알립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악천후의 위협이 있는 경우:
• 770-232-2717로 Reformed University Security에 연락하십시오.
• 개혁 대학 보안팀은 악천후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 모든 구급 상자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대피 절차를 검토합니다.
악천후 시:
• 손상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와 전기 장비를 종료합니다.
• 건물에서 대피하기로 한 결정은 개혁 대학 보안 부서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 교직원, 학생, 방문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건물에서 대피하십시오.
• 건물에서 떨어진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만납니다.
• 모든 사람이 대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확인합니다.

화학물질 유출 또는 방사선 누출
개혁 대학은 주요 교통 동맥에 직접 인접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위험한
물질은 이 경로를 통해 매일 운송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은
충돌이나 화재의 여파로 인한 우발적인 방출. 독성 물질은 구름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리폼드 대학교 캠퍼스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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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출 또는 방사선 방출의 경우:
• 즉시 770-232-로 개혁 대학 보안 부서에 사건을 보고하십시오.
2717 및 관련된 위치, 재료 및 부상 정도를 제공하고,
알려진 경우.
• 건물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주의: 건물 경보는 지역 경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서만 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보고해야합니다
911에 전화하여 긴급 상황.
• 영향을 받은 건물이나 지역에서 대피하고 비상 상황이 도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인원.
• 오염을 피하기 위해 항상 오르막, 상류 또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하십시오.
• 장애인이 건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예약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명.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긴급 구조 대원을 지원합니다.
• 캠퍼스 비상 지휘소는 비상 현장 근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58/100

8/11/2021

개혁 대학

외부 대응 연락처

위기 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
Lawrenceville 경찰 – 화재 – 구급차

911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770) 619-6500

조지아 주립 순찰대
조지아 수사국

(404) 624-6077
(404) 244-2600

연방수사국
조지아 비상 관리 대행사
FEMA – 지역 IV(애틀랜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조지아 전력 회사
귀넷 카운티 수자원
조지아 천연가스
국가대응센터

(770) 679-9000
(800) 879-4968
(770) 220-5200
(404) 639-2888
(888) 660-5890
(678) 376-6700
(770) 850-6200
(800) 424-8802

긴급 청소 서비스

(800) 624-5301

병원
귀넷 메디컬 센터

(678) 442-3600

조안 글랜시 기념 병원
웰스타 콥 병원

(678) 584-6800
(770) 732-4000

디케이터 병원
에모리 대학 병원
데칼브 메디컬 센터

(404) 501-6700
(404) 712-2000
(404) 501-1000

Scottish Rite의 어린이 건강 관리
Egleston의 어린이 건강 관리
크로포드 롱 오브 에모리
그래디 메모리얼

(404) 256-5252
(404) 325-6000
(404) 686-4411
(404) 616-4307

노스사이드 병원
피에몬테 병원

(404)851-8000
(866) 605-5111

성 요셉 병원

(404) 85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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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서비스
학생 사무국은 개혁 대학에서 학생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감독합니다.
학생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학생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규정을 감독합니다.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고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관의 사명과 학습 목표.
개혁대학교는 다양한 학생을 제공하여 학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서비스:

기도실
리폼드 대학교는 캠퍼스 내 기도를 위한 개인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환영을 제공합니다
개혁 대학을 기반으로 기독교 영적 신념과 신조를위한 환경
학생회, 교직원, 교수진 및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신앙 선언문
등록 또는 고용 전에 동의한 관리.

주차
리폼드 대학교의 주차 서비스는 우수한 고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안전한 통근과
모두를 위한 번거로움 없는 주차. 그러나 운전자는 항상 주의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도난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RU는 안전한 주차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캠퍼스 또는 대학 시설에 주차된 차량의 분실 또는 도난.

캠퍼스 음식
개혁 대학은 학생, 교수진,
그리고 음식과 음료가 제공될 수 있는 대중. 단, 정상 근무시간 및
활동 음식과 음료는 지정된 구역으로 제한되며 허가되지 않습니다.
교실, 컴퓨터실, 도서관 또는 예배당.
개혁 대학은 모든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이 정책을 존중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고급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지원합니다.

연구 분야
도서관에는 그룹 스터디에 적합한 밝고 개방된 접근 공간이 있으며 충분히 조용합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 개별 학습. 그룹스터디 공간도 있고
정문 근처에 원형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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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의 기술
개혁 대학의 정보 기술 서비스 부서는 학생, 교수진을 제공합니다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하는 자원을 보유한 직원. 우리의 서비스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지원, 인쇄, 시청각, 전화, 관리 시스템 및 포털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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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연결
모든 학생들은 대학의 무료 네트워크 서비스(인터넷,
인쇄, 코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디렉토리 및 저장 공간).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 기술부에 문의하십시오. 적절한
정보는 오리엔테이션 세션 동안 각 신입생에게 제공됩니다.

안전 및 보안 서비스
개혁대학교, 무료 긴급문자 발송
학교 관계자가 문자를 통해 각 구성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
비상 또는 기상 경보의 경우 메시지.
개혁 대학은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없을 겁니다
마약, 알코올, 무기, 성행위, 폭력 행위 및/또는 불법 행위
캠퍼스에서 허용됩니다. 처방약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
캠퍼스에 유해한 물질을 소지할 경우 학생 신분이 박탈됩니다(즉,
제적), 서슴지 않고 개혁대학교에 정식으로 법적 대응
위반자에 대해 미국 연방 당국에 신고
개혁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은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교직원, 직원의 안전,
방문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문제. 여기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의 안전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집단적으로도 우리 각자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음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개발. 이 가이드는 다양한 상황에서 따라야 할 빠른 단계를 제공합니다.
비상 사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가이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십시오.
악천후의 경우 학생 및 기타 개혁 대학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학교 휴교에 대해 지역 일기예보 및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공식 RU 웹사이트: http://www.runiv.edu
인터넷 방송: www.wsbtv.com
TV 방송: WSB-TV(채널 2)
라디오 방송 서비스: 라디오 94.1
전화문의: 770-232-2717
리폼드대학교는 미 국무부에서 권고하는 '3R'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준비, 대응 및 복구.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리폼드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상식.
휴학 또는 행정처분 부재로 휴교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기관의 제작자와 물론 사전 없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에 리폼드대학교는 학생들과의 접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비상시 교수진 및 직원; 안전 및 보안 부서에서 전송합니다.
학생의 휴대폰 및 이메일 계정을 통한 전자 메시지(SMS)
비상. 이 정책은 학생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수업 회의 시간 및 기관 운영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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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책임자 서비스
안전하고 안전한 캠퍼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보안학과
학생, 교수진,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합니다.
개혁 대학은 캠퍼스에서 적극적인 보안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개혁 대학은 모든 교수진,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가 잠재적 가능성에 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협을 가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 공무원에게 연락하십시오.

비상구 계획
모든 사무실과 교실에는 출구 문 옆에 비상구 계획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매년 예정된 캠퍼스 안전 인식 주간 동안 홍보 및 배포
학기 및 안전 및 보안 부서에서 지정한 해당 인력,
학생처의 감독 하에, 인식 제고를 위한 훈련 실시
캠퍼스 내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

응급 처치
개혁 대학은 미성년자의 경우 모든 유권자를 위한 응급 처치 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911에 전화하여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학생 취업
개혁대학교 학생처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어려움. 우리는 일과 학업 추구의 균형이
대학과 학생들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 개혁 대학 또한
학생들이 경력을 시작하는 데 직장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조차
채용 가능한 자리의 수는 적지만, Reformed University는 캠퍼스 내에서 모집합니다.
정규 등록 기간 동안 고용. 학생처를 통해
공고,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장학금
Reformed University는 학문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학금과 상이 있습니다. 제한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자의 순위는 학업 상임 교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회장과 이사회에 장학금 자격에 대한 추천. 지원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학생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폼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 회장 장학금
• 이사회의 등록금 지원
• 학업 성취 장학금
• 목회자 등록금 지원
• 필요 기반 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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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조언 및 상담
Reformed University는 학업 조언이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교육 경험과 영적 발전. 학업 상담은 다음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및 직업 계획 개발 회의 기관
및 학위 요구 사항; 변화와 도전, 개인의 삶을 준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성취. 이것은 책임감 있는 학생회와 강력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
A. 따라서 개혁 대학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생은 지도 정책과 지도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대학에 처음 소개하는 동안 적절한
조언자
2)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는 지정된 지도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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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과정에 등록한 학생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로 인정됨, 등록 전에 알려야 함
4) 졸업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5) 다른 모든 자문 프로그램은 4년마다 평가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6) 각 교수진은 10명 이상의 학생을 배정할 수 없다.
언제든지 조언을
7) 자금과 자원은 모든 행정 기관에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언을 보장하는 단위
8) 정확한 정보는 고문에 의해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밀성
나. 학업지도의 목적
1) 학생들이 선택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한다.
그들의 관심과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 및 직업 목표
2) 교과과정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고려를 돕기 위해
(사목 의무, 교육 및 선교 사업), 사목적 관심, 신성한
자연과 개인의 성장
3)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고 가능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장단기 결과
4) 광범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학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학에서의 교육 기회
교육 목표
5) 회사의 정책, 절차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원이 되기 위해
대학교; 그리고
6) 학생들의 삶과 학업 목표에 대한 대화와 조언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는 것

취업 알선 서비스
개혁 대학은 지역 교회 및 종교 단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그러한 기관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목적, 우리의 감독 사역 프로그램은 감독자가 우리 졸업생을 모집하고
이 학생들을 다른 조직에 추천하십시오. 배치 서비스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역 위치를 찾기 위해 개혁 대학의 학업 프로그램을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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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는 학생처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개혁 대학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취업 과정에서 자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쓰기 및 인터뷰를 재개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도움은 여러 필수 과정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전문 배치 서비스는 Office of the Office에서 수행합니다.
학생 업무, 모든 관련 정보 및 요청은 부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능 평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혁 대학의 제도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사목 서비스의 공유와 감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iversity's Office of Public Relations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기독교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강화
• 교회 및 목회 정보 데이터베이스 강화
• 교회 예배 준비에 필요한 정보 식별 및 제공
•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교회 종들과의 의사 소통 향상
• 회중의 영적 돌봄을 위한 자료 제공
기관은 졸업생을 위한 배치 기회를 장려하고 평가 도구는
후속 연구 및 Career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가 발전을 위해 활성화되었습니다.
배치 보고서, 모집 보고서 및 커뮤니티 설문조사.

평가 주기
배치 서비스 프로그램의 정기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학생처가 총장에게 연례 경력 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후
대통령 검토,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2) 분기별 채용 공고 및 합격률을 회장에게 보고
학생처.
(3) 정기적인 지역사회 조사
• 학생의 코스 평가
• 졸업생 인터뷰 종료
• 신입생 입학 설문조사
• 연간 학생 만족도 조사

직업 배치 기회
개혁 대학은 현재 학생과 졸업생에게 다양한 직업 배치를 제공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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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된 대학 직업 배치 서비스 웹사이트 - 장관 인턴십
• 대한장로교 연합총회 안수정책 및
절차
• 목회자 자격 시험
• 보호관찰사 자격시험
• 전도사 자격 시험
• 학생취업(교내취업)
목회 인턴십
개혁 대학 학생 직업 배치 서비스 부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취업 서비스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 및 졸업생
그들의 부르심에 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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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에게
학생 직업 배치 서비스 부서의 리소스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곳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학생
이력서를 게시하고 채용 정보를 검색하고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을 위한
리폼드 대학교 졸업생들은 학생 진로 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찾거나 찾고 있을 때마다 서비스 부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학적으로 훈련된 지도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도움. 취업 또는 이력서를 게시하고 동문을 위한 경력 리소스를 찾아보십시오.
고용주, 교회 및 종교 단체
개혁 대학은 신학적으로 훈련된 지도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조직. 이 리소스가 조직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직업 설명을 게시하고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 졸업생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상황에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도구.
배치 과정
배치 과정에는 잠재적인 구직 면접 검색이 포함됩니다. 인턴십 현장
선택 및 확인; 현장 현장의 학생 업무 승인;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처에 전달했습니다.
학생처장은 다음과 같은 모든 학생의 배치를 책임집니다.
신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현장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학생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단계를 진행하기 전의 업무. 매 학년도 사무국에서는
학생 업무는 다음 학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사이트 목록을 제공합니다.
학교 웹사이트. 학생들은 직업 목표, 필요 및 관심에 따라 시작합니다.
제공된 목록에서 사용 가능한 현장 사이트를 고려하고 연락하여 배치 프로세스. 만약에
학생처에서 제공하는 현장 현장이 학생의 직업적 관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학생, 학생은 목록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그녀는 나중에 목록을 참조하거나 목록에 없는 배치를 추구하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특별한 관심에 직업적으로 적합합니다.
현장 인터뷰
예비 현장 감독자는 캠퍼스를 방문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서 인터뷰를 협상합니다. 현장 면접은 협의
예비 감독자와 학생 인턴 사이. 가지고 있다는 장점
현장 인터뷰는 학생이 시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행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 및 여행 중 얻을 수 없는 기타 정보
캠퍼스 인터뷰. 때때로 학생은 여러 번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현장 현장의 채용 프로세스에는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이와 같이
학생과 감독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회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학습 계약 마감일 전에 배치를 협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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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치 선택
학생들은 대화, 인터뷰 및 연구를 통해 현장 현장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은
현장 배치는 실제 작업이며 실제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시간과 전문 지식에 대한 보상을 받으므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력서, 적절한 복장 및 시간을 엄수하십시오. 학생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인터뷰 및 선발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택 장소를 놓고 경쟁하고 감독관은 이상적인 후보자를 놓고 경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턴을 수락하기 전에 여러 다른 현장과의 인터뷰. 를 잊지마
사이트와 학생이 함께 작업하기로 동의한 후에도 학생은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학생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학생처에서 제공하지 않는 현장 배치 추구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현장 배치를 추구하는 학생에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처. 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
• 잠재적인 현장 현장 감독/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인턴십의 가능성.
• 후보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주소를 제출하십시오.
공식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담당 이사에게 사이트/관리자를
사이트의 학문적 및 전문적 표준을 충족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 프로그램.
• 현장 감독자가 학생 인턴십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현장 배치 확인
현장 배치 확인은 학생과 학생 간의 협상과 합의의 과정입니다.
선택한 사이트. 학생들은 배치를 얻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무실
학생 업무는 과정을 촉진할 뿐입니다. 학생들은 준비를 완료하도록 권장됩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 배치를 위해 이 절차는 10월에 시작되며
현장 및 감독관이 학생을 선택하고 인턴십을 승인하는 즉시 종료됩니다.
학생처. 학생들이 인턴십 일정을 확정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4월 1일까지 사이트와 매칭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현장 배치는
계약 및 학습 계약 은 4월 1일까지 사무실로 전환됩니다. 학생들은
계약 없이 등록합니다. 계약 계약 양식을 작성하려면 회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예비 감독자와 인턴십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학습 목표; 감독자와 인턴 모두의 서명; 서명된 하드 카피 반환
학생처와의 계약.
대한장로교 연합총회 안수 정책 및 절차
UGAPCK는 개혁 대학 신학 석사 학위의 졸업생을 안수합니다
규정 준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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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자격시험
이 시험은 개혁파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목회자 결격사유가 없는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
또는 목회 서비스.
필요 서류
1. 응시원서 작성 및 서명(원본 1부)
2. 호적등록부(원본 2부)
3. 졸업증명서(최근 원본 1부)
4. 대회 사무총장의 추천서(원본 1부)
5. 3X4 사진(원본 3장, 최근 사진)
6. 서약서(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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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역 기획(원본 1부)
8. 신청비 $500.00
9. 연회비 약정(1인당 배분)
프로세스
1. 실습
NS. 서비스
NS.
ii.
iii.

성찬예배
세례식 장례예식
축복

NS. 설교
NS.

주일예배 순서대로 진행
2. 자격심사 및 면접
보호관찰사 자격시험
개혁대학 MDiv 재학 또는 졸업자에 한하여 시험 실시
프로그램이며 목회 또는 목회 서비스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
1. 응시원서 작성 및 서명(원본 1부)
2. 호적등록부(원본 1부)
3. 졸업증명서(최근 원본 1부)
4. 대회 사무총장의 추천서(원본 1부)
5. 3X4 사진(원본 2장, 최근 사진)
6. 5분 설교 템플릿
7. 서약서(원본 1부)
8. 신청비 $500.00
프로세스
1. 필기시험
NS. 신학
NS. 행동 강령
씨. 설교
NS. 교회 정책
2. 5분 설교실무
3. 자격심사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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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자격
시험
본 시험은 본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리폼드 대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응시원서 작성 및 서명(원본 1부)
2. 호적등록부(원본 2부)
3. 졸업증명서(최근 원본 1부)
4. 담임목사 추천서(원본 1부)
5. 3X4 사진(원본 3장, 최근 사진)
6. 서약서(원본 1부)
7. 신청비 $500.00
프로세스
1. 필기시험
NS. 신약 성서
NS. 구약 성서
2. 자격심사 및 면접
3. 유학생을 위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4. 유학생을 위한 선택적 실습 교육(OPT)
5. 학생취업(교내취업)
학생 고용
리폼드 대학교의 학생처는 학생들의
가능한 경우 재정적 어려움과 어려움. 우리는 균형 작업을 이해하고
학문적 추구는 대학과 학생들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개혁
대학은 또한 학생들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실무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업. 모집인원은 적지만 리폼드대학교는
정규 등록 기간 동안 교내 취업을 위해 학생. 사무실
학생처는 공고를 통해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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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취업은 2회 연속 2회를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풀 타임 연구의 학기.
지원 및 채용 절차
리폼드대학교 학생처, 경영처와 협의
업무, 지원서 접수 및 직업에 맞는 학생에 대한 광범위한 검색 수행
오프닝.
지원 공지는 캠퍼스 전체와 RU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자세한 작업 설명 및 요구 사항은 시작 약 3주 전에
매 학기. 역사적으로, Reformed University는 다음과 같이 캠퍼스 내 직원을 모집했습니다.
직업 카테고리:
• 도서관 도우미
• 채플 도우미
• 조교
• 행정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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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고용 보상
장학금 등록금 공제(시간당 $7.50 이상)
필요 기반 장학금 수혜 자격
교내 취업을 위한 근로 요건
주당 20시간 미만(취업 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름방학 중 주당 40시간 미만

지역 정보
공공 도서관
귀넷 카운티 공공 도서관

http://www.gwinnettpl.org/
770-978-5154

지점
디케이터

404-370-3070

챔블리

770-936-1380

도라빌

770-936-3852

뷰포드

770-945-4196

덜루스
로렌스빌

770-476-1992

노크로스
복숭아나무 코너

770-448-4938
770-729-0931

애틀랜타 풀턴
마리에타

404-730-1700
770-509-2711

770-822-4522

공원
귀넷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770-822-8840

콥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770-528-8800

데칼브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풀턴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404-371-2631
404-730-6200

지역 명소
애틀랜타 식물원
404-876-5859
1345 Piedmont Ave., 애틀랜타, GA 30309
시간: 4월-10월 화-일 오전 9시-오후 7시, 11월-3월: 화-일 오전 9시-오후 5시
여러 개의 온실로 이루어진 이국적인 정원은 북적이는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존재
도시. 데이트하기 좋은 특별한 식물과 일본 건축물은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역사 센터
404-814-4000
130 W. Paces Ferry Road, Atlanta, GA 30305
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일 오후 12시-오후 5시 30분
이 박물관에는 인디언 정착지에서 남북 전쟁, 남북 전쟁에 이르기까지 애틀랜타의 전체 역사가 있습니다.
권리 운동의 역사와 1996년 올림픽 게임. 33에이커의 정원, 2개의 유서 깊은 집,
자연 산책로를 통해 방문객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애틀랜타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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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역
http://atlanticsstation.com/
18번가, 애틀랜타, 조지아 30363
이 도시에 새로 추가된 건물은 138에이커의 제철소였습니다. 새로운 쇼핑과
레스토랑 지구는 20억 달러 개발 후에 건설되었습니다. 주차장은 항상 여유있게
아래 주차장 데크.
벅헤드
업타운 애틀랜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쇼핑 및 레스토랑 지구는 항상
방문객과 현지인 모두.
캘러웨이 가든
800-225-5292
5887 조지아 하이웨이 354
시간: 3월 19일-노동절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노동절 – 3월 19일: 오전 9시-오후 5시
정원은 애틀랜타에서 남서쪽으로 60분 거리에 있는 조지아주 파인 마운틴에 있습니다. 이것
아름다운 명소에는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을 통해 많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나비 온실은 꼭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카터 박물관 및 도서관
404-865-1700
441 Freedom Pkwy., 애틀랜타, GA 30307
박물관 운영 시간: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45분, 일: 정오-오후 4시 45분
도서관 운영시간: 금: 8:30am-4:30pm
조지아의 유일한 대통령인 Jimmy Carter's Museum & Library는
공식 대통령의 유산과 그의 현재 지역 사회 프로젝트. 전시는 일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도서관 시스템
행정부, 연방 정부 기관.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404-223-4412
265 Park Ave., 애틀랜타, GA 30313
이 아름다운 공원에는 1996년 올림픽의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CNN 센터
404-827-2300
1 CNN 센터, 애틀랜타, 조지아 30303
매일 운영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뉴스는 CNN이 하는 일이고 여기에서 방송의 모든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져 가라
실제 라이브 뉴스룸을 둘러보고 소액의 비용으로 자신의 쇼를 주최할 수도 있습니다.
펀뱅크
404-634-7127
767 Clifton Road, 애틀랜타, GA 30307
시간: 월-토: 10am-5pm, 일 12pm-5pm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 160,000평방피트의 지역에서 가장 흥미로운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Druid Hills 지역에 위치한 Fernbank는 화석, IMAX 극장 및 많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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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극장
404-881-2100
660 Peachtree St., 애틀랜타, GA 30308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3시
1920년대에 지어진 이 시설은 뮤지컬,
발레 공연, 고전 영화, 오페라 등. 거대한 볼룸이 재생됩니다.
많은 사치스러운 일을 주최하고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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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수족관
404-581-4000
225 Baker St., 애틀랜타, GA 30313
시간: 일-목: 오전 8시-오후 6시, 금-토 오전 8시-오후 8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 중 하나인 이 시설은 8백만 갤런의 물과
고래 상어, 골리앗 그루퍼, 가오리, 귀상어 상어를 포함한 100,000 이상의 동물,
태평양 문어, 바다 사자, 벨루가 고래 및 펭귄. 어린이 전시회는 어린이들이
바다 동물을 만지고 상호 작용합니다.
헬렌, 조지아
조지아 북동부의 독일 마을에서 매년 옥토버페스트와 연중 행사가 열립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튜브 타기, 마차 타기, 유리 예술 및 쇼핑을 포함합니다. 말등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하이 뮤지엄
404-733-4400
1280 Peachtree St., 애틀랜타, GA 30309
시간: 화-수 및 금-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목 오전 10시-오후 8시, 일 오후 12시-오후 5시
애틀랜타 최고의 미술관으로서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젊은이 모두. 박물관은 계절에 따라 모네,
반 고흐, 피카소, 미켈란젤로, 루브르 박물관.
라니어 호수
770-932-7200
6950 Holiday Road, 뷰포드, GA 30518
시간: 5월-9월 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7시
1957년에 지어진 38,000에이커의 호수와 540마일의 해안선은 해변, 보트 부두,
리조트와 골프 코스. 겨울에는 Lake Lanier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라이트 쇼를 개최합니다.
애틀랜타 지역.
마가렛 미첼 하우스
404-249-7012 990
Peachtree St., 애틀랜타, GA 30309
시간: 매일 9:30am-5pm
마가렛 미첼이 이곳을 '더 덤프(The Dump)'라고 불렀던 것처럼 '더 덤프(The Dump)'는
바람 작가. 이 시설은 그녀의 초기 작품, 영화 기념품 및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개인 물품.

84

90페이지

개혁 대학

학생 핸드북 2020-2021

마틴 루터 킹 기념관
404-331-6922
450 Auburn Ave., 애틀랜타 GA 30312
매일 운영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현충일-노동절: 오전 9시-오후 6시
미국 시민권 운동의 수장인 Martin Luther King Jr.는
애틀랜타의 역사. 그의 출생지, 그가 설교했던 교회, 그리고 기념품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광경의 명소.
오클랜드 묘지
404-688-2107
248 Oakland Ave., 애틀랜타, GA 30312
시간: 봄 & 여름: 8am-8pm, 가을 & 겨울: 8am-6pm
이 88에이커 규모의 활성 묘지는 국가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수
빅토리아 시대, 고딕 양식, 신고전주의 양식의 영묘와 묘비를 살펴보세요. 가이드 투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능합니다.
스톤 마운틴 공원
770-498-5690
Hwy 78 E(8번 출구), Stone Mountain, GA 30087
매일 운영 시간: 오전 6시~오전 12시(대부분의 관광 명소는 오전 10시에 문을 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노출된 화강암 덩어리를 중심으로 한 3200에이커 규모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로, 철도 타기, 4D 극장, 1870년 구시가지 복제, 골프, 테니스, 워터 슬라이드 및
어업. 이것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최고의 레크리에이션 천국입니다.
코카콜라의 세계
404-676-5151
121 Baker St., 애틀랜타, GA 30313
운영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부활절,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휴무
새로운 위치에 막 문을 연 이 코카콜라 신사는 기념품과 수집품으로 가득합니다. 4D
극장은 당신의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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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애틀랜타
404-624-5600
800 Cherokee Ave., 애틀랜타, GA 30315
시간: 월-금. 9:30am-4:30pm, 토-일: 9:30am-5:30pm
그랜트 공원에 위치한 이 자연 서식지 동물원은 성인과
어린이들. 주요 명소는 Starlet O'Hara 코끼리, Kudzu 및 Ivan 고릴라,
Yang Yang과 Lun Lun 자이언트 판다. 매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페팅 동물원이 있습니다.
염소, 돼지, 양을 만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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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비즈니스 여행객부터 관광객, 쇼핑객, 애틀랜타까지 교통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Hartsfield-Jackson 국제공항은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여객 공항입니다. 그것
애틀랜타 시내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http://www.atlanta-airport.com/
고객 서비스: 404.530.7700 또는 1.800.897.1910.
암트랙
AMTRAK 역은 1688 Peachtree Street, NW에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그들의
웹사이트 http://www.amtrak.com/ 또는 지역 역 정보 라인 404-881-3062로 전화하십시오.
렌터카
모든 주요 렌터카 회사는 Hartsfield-Jackson International Airport 및
도시 전체에. 자세한 내용은 공항 웹사이트의 "육상 운송"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atlanta- airport.com 또는 Yellow Pages.
마르타 버스
MATA(Metropolitan Atlanta Rapid Transit Authority)는 125개 이상의 지역으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명소로 가는 노선 및 셔틀 서비스. 노선도, 방문자 패스, 일정
그리고 훨씬 더 MARTA 웹사이트 http://www.itsmarta.com을 방문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404.848.4711.
마르타 기차
MATA(Metropolitan Atlanta Rapid Transit Authority)는 2개의 노선에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outh-North 노선은 Hartsfield-Jackson 국제공항에서 Atlanta까지 운행합니다.
다운타운, 미드타운, 벅헤드, 도라빌, 던우디, East-West 라인은
인디언 크릭에서 해밀턴 홈즈까지. 경로 지도, 방문자 패스, 일정 등
MARTA 웹사이트(http://www.itsmarta.com/ 고객 서비스: 404.848.4711)를 방문하십시오.
택시
Hartsfield-Jackson 국제공항 그라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습니다.
교통 센터, 지역 호텔 및 도시 전역의 특별 행사. 상담
지역 목록에 대한 옐로우 페이지.
셔틀 서비스
메트로 지역 내외부 셔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상
정보 연락처 Hartsfield-Jackson International Airport, Ground Transportation
기업, 위치, 호텔 및 거주지에 대한 서비스 센터. www.atlanta-air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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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학생,
개혁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가 귀하의 게시물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관에서 중등 신학 교육. 2006년 공식 출범 이후
미국, 많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목사들이 개혁 대학 학위를 추가로 졸업했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정립신학교 졸업생들에게 몇 년 더.
그 졸업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국과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의 교수진과 직원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와의 경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가치 있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국제 학생 상담 센터(International Student Advisment Center)는
리폼드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동안 정보 및 지원
F-1 비자 상태 또는 유학생의 피부양자. 이 핸드북은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것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핸드북을
실제로 오기 전에 머물고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지침
답변과 도움을 받으려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Reformed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과 연락처
대학교. 리폼드 대학교 카탈로그, 리폼드 대학교 공식 웹사이트 www.runiv.edu
Reformed University에서의 경력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다른 형태의 리소스입니다.
대부분의 캠퍼스 정책은 학생 핸드북 및 강령과 함께 이 리소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행 매뉴얼.
우리는 귀하의 학업 및 학업 향상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있는 동안 사회적 경험. 우리는 개혁 대학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함께합니다.
환영하다!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770) 232-2717
팩스- (770) 232-2750
이메일- cskim3436@gmail.com
우편: 1724 Atkinson Rd.,
로렌스빌, 조지아 30043

그리스도 안에서,
찰리 김 PDSO
국제 학생
고문 개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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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개혁 대학은 국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사역 리더십을 준비하는 학생들.
지원자는 기독교 교회에 대한 상당한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유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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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에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레지던트 사이.
이 핸드북은 리폼드 대학교를 방문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F-1 학생으로서 귀하에게 특히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F-1 비자 상태
개혁 대학에 다니는 것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익숙해지기 위해. 사용해 주세요
머무는 동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F-1 학생. 기타 문의사항은 국제학생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귀하의 상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된 모든 규칙 및 규정
이 핸드북의 내용은 규정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VIS 또는 USCIS의 수정.

유학생 서비스 센터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는 양질의 행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국제 학생들의 연방 규정 준수. 입력
개혁 대학 입학 사무국과의 공동 노력은 다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 경험을 위해 모든 유학생에게 양질의 행정 지원
우수.
ISSC는 모든 F-1 이민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상태 유지,
정규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정규직 미만으로 철수, 이민자 또는 비정규직 변경
이민 신분, 취업 허가 신청, 교과 과정 또는 선택적인 실습 신청
훈련, 복직 등.
유학생은 현재 우편 주소와 전화를 보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무실에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유학생 서비스 센터
개혁 대학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무실은 주말 및 모든 예정된 공휴일에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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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스
유학생과 SEVIS 시스템
유학생은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취득하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SEVIS Form I-20을 사용하는 미국.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매년 가을 및 봄 학기 풀 타임 학생
또는 Reformed University의 비 학위 수료 프로그램.

세비스란?
SEVIS는 현재 학업 및 이민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비이민 학생(F-1 비자) 및 그 부양 가족(F-2 비자). SEVIS는 학생을 의미하며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SEVIS는 학교에서 전자 정보를 전송하고
인터넷을 통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이벤트 알림
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USCIS) 및 국무부(대사관 및 영사관)
이전에 SEVIS 시스템은 종이 기반이었고 SEVIS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학교, 학생 및 정부 관리가 발견할 때까지 수년 동안 미국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종이 기반 시스템은 학교와 정부 간의 광범위한 조정을 방해했습니다.
기관. 따라서 1996년에 의회는 INS가 전자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 자금 부족으로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까지 시행 지연
2001년 10월 자금 지원을 승인했으며 2003년 1월 30일까지 전국적인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SEVIS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ACTIVE I-20을 발급한 학교(이전 기관에는
전송 내역이 없는 한 귀하의 정보에 대한 액세스)
• ICE(이민세관단속국), http://www.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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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http://www.uscis.gov/
• CBP(세관 및 국경 보호), http://www.cbp.gov/

SEVIS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합니까?
• 매 학기 개강일 이전 수강신청 여부
수업의;
• 학생이 정규 등록(학부생의 경우 12학점) 미만으로 떨어졌는지 여부
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9학점)의 사전 승인 없이
초등학교 지정 학교 공무원(PDSO);
• 전공 또는 학업 수준의 변경;
• 프로그램 확장;
• 조기(자발적 및 비자발적) 연구 종료 – 날짜 및 이유;
• 학생(또는 피부양자)의 법적 이름, 연락처 정보 또는 우편물의 변경
주소;
• 학생(또는 피부양자)의 결혼 상태 변경;
• 학생(또는 피부양자)의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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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허가(교과 과정 또는 선택적인 실습 교육);
• 금융 정보;
• 학교 전학;
• 범죄 혐의로 인해 취해진 학업 또는 징계 조치; 그리고
•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에 관한 정보.

각 유학생이 알아야 할 기타 이민 변경 사항
에 대한?
• 학생은 10일 이내에 초등학교 지정 학교에 주소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무원(PDSO);
• 학생들은 수료 전에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위해 USCIS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120일의 연구;
• 학생들은 각 고등 교육 수준(학사,
석사, 박사);
• 온라인/원격교육은 학기당 1과목(3학점)만 인정
풀 타임 등록. 다른 모든 과정은 캠퍼스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하나의 지시/독립 학습 교육 과정(3학점)만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풀 타임 등록. 다른 모든 과정은 캠퍼스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원격 학습 교육 과정과 함께 또는 결합하여;
• 감소된 과목은 초등학교 지정 학교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DSO);
• F-2 피부양자는 전체 학습 과정/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 신규 유학생은 3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I-20의 시작일(수업 첫날).

SEVIS 업데이트 또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신 정보를 얻으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친구나 미디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민 문제. 의미가 좋을 수 있지만 최근에
개발 및 관행. F-1 또는 F-2를 유지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상태. 질문/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PDSO에 문의하십시오.
리폼드대학교는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음 채널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얻으십시오.
• 게시판 공지
• 웹 공지
• 이메일 공지 (학생 이메일 계정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제공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세션
• 시작 및 종료 서비스
• 채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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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자원 및 정보
수업 절차
매 학기 초에 강사가 등록한 과정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제공합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해당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것이다
할당된 텍스트(들), 등급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평가, 시험/과제, 수업 일정, 교실 정책 및 기타 중요한 정보.
학기 내내 참고해야 합니다. ISSC는 모든 국제
학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 제한을 부과합니다.
수업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는
예상되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업 참여가 강력합니다.
격려했다. 모든 교수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학생들이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토론합니다. 교수가 교내 사무실이 없는 경우,
강의 계획서에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강사와 상의하세요. 강사가 이해
학생들이 수업 중, 방과 후, 근무 시간 중에 질문할 것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알아가기
교수는 귀하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
일부 교수에게 추천서 또는 추천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강의 계획, 코스에 대한 질문
내용 및 필수 과제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신이
관심있는. 캠퍼스 정책에 따라 교실 내 음식물 섭취는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강사는
나머지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음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알려주세요
일부 강사는 수업 시간에 다른 복장 규정이나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정책
과도한 결석은 유학생의 I-20 신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석도
그 결과 받은 재정 지원과 추가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에 의해 발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질병에 노출시킬 수 있는 원치 않는 질병 전염병의 경우,
강사는 학생 또는 그의 피지명인으로부터 변명 양식을 받으면 변명할 수 있습니다.
과정 출석 요구 사항에서 학생.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극한 상황에서 교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업 출석에 관한 중요 정보
I-20 학생의 행정적 철회가 해당 학생을 요구되는
최소 과정, 그는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캠퍼스 수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생이 다른 수업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및 학생이
최소 과정 수강 요건 위반의 범주에서 학생은 제외됩니다.
SEVIS를 통해 USCIS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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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상태
모든 유학생은 법적으로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20 학생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풀 타임 미만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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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태. 학사 학생의 풀타임은 12학점(4개 수업), Master of Divinity
12학점, 기타 석사는 12학점(3교시)입니다. 박사를 위한 풀타임
목회 학생은 9학점 또는 수업과 주당 12시간의 조합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와 글쓰기.
**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은
USCIS 규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행정 사무소
입학처
입학처는 입학, 재입학,
학위 프로그램 및 상위 학위 프로그램 변경.
새로운 학위 또는 비 학위 프로그램 입력
리폼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료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2. I-20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3. 현재 재정 문서 및 공증된 지원 진술서를 제시합니다.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가장 최근의 은행 거래 내역(2개월), 은행 서신
기말 잔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학생의 재정 후원자는 지원 금액과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거래 내역은 I-20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 이전의 날짜가 아니어야 합니다.
데이트. 새 프로그램 정보와 새 프로그램으로 새 I-20 양식이 생성됩니다.
새 프로그램에 대한 수락 및 위의 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완료 날짜
완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학생은 재활성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www.runiv.edu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하거나 양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서비스 센터.
참고: 자신, 후원자 또는 둘 모두를 지원하는 학생은 은행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좌예금 또는 정기예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자금
I-20 학생 비자 신청서의 "연간 예상 비용"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5. 새로운 I-20 양식에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있습니다.
학기 시작 및 종료 날짜의 학교 달력과 함께.
6. 유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 입학 담당자가
학생 파일을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여 "이니셜" 또는
전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I-20 "보류 중"이므로 학생의 상태는 다음이 됩니다.
활동적인.

등록 사무실
성적, 졸업, 성적 증명서, 인증서 및 가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등기소에서 실시한다.

92

98페이지

개혁 대학

학생 핸드북 2020-2021

공식 문서
등록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공식 문서를 담당합니다.
•
등록 확인
•

굿 스탠딩 편지

•

여행 편지

•

졸업증명서 / 수료증명서

•

공식 성적 증명서
참고: 유학생의 경우 요청된 문서의 최소 처리 시간은 삼(3)일입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과 비용은 해외로 배송될 때 학생의 책임입니다.
지정된 우편 주소.
참고: 최소 처리 시간은 3일입니다. 연중 성수기에는 턴시간은 5-1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성적은 인쇄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학점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 학업 기록 수정 요청 양식으로 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등록처. 학점 변경이 허용되면 강사가
Registrar's Office와 학생은 30일 이내에 웹사이트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 성적정정요구는 최종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강의. 30일이 지나면 등록관실은 수정 요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눈금
•

졸업 패킷

•

캡 &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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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을 위한 최종 통관
졸업 증서

경영실(학생회계실)
학생을 제외한 모든 재정 문제는 학생 계정 사무실에서 수행됩니다.
재정 지원. 리폼드 대학교 웹사이트는 학생들에게 재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업
등록, 성적, 학생의 계좌 잔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 계정 사무실에 전화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생
개혁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수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학생 계정 사무실에 정보를 보냅니다. 모든 수업료 환불은 귀하의 계정에 추가됩니다.
학생 계정에 보관되며 재정 지출 요청이 접수될 때까지 보증금이 유지됩니다.
자금은 학생 또는 승인된 대리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승인
대리인은 학생이 직접 출석하고 제출물과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학생 계정 사무실에서 서면 승인을 서면으로 승인합니다.
대표. 환불은 개혁주의 학생이 유지한 주소로만 발송됩니다.
대학 데이터베이스. 정확한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교 카탈로그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아래 일정에 따라 환불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수료 및 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아니다
수업에 참석하는 것(즉, 노쇼)은 공식적인 자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날짜 및 서명된 등록금
환불신청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교무처로 제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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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초과 지불 및/또는 수업 취소에 대해 환불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료, 관리비, 개인 장학금, 연체료 환불
지불 수수료, 신청 수수료, I-20 수수료 및 미납 또는 체납 수수료에 대한 벌금. NS
비즈니스 사무국은 개인적인 긴급 상황 또는
학생처와의 협의에 극도의 어려움이 따른다.
환불하다
자퇴 또는 자퇴한 학생은 수업료의 일부/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환불은 전액 지불됩니다. 학생들은 환불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지불 없이 수업이나 기관에서 초과 지불 및/또는 철수
구성된 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록금, 사립장학금, 연체금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후불 수수료, 최초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의 신청 수수료 및
미지급에 대한 요금, 기본 지불 수수료 또는 반환된 수표에 대한 모든 요금. 불참
수업은 공식적인 철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코스 취소의 경우 기관은 각 학생에게 코스 취소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교체를 위해 다른 코스 작업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구현되고 코스 변경이 수업 첫날 이전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등록금 환불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취소된 과정의 등록금 전액을 학생에게 환불합니다.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된 등록금 환불 요청 양식을 레지스트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NS
비즈니스 사무국(학생 계정)은 개별적으로 환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 부상, 장기간의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학습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완료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환불 조건
환불을 계산하기 위해 개혁 대학은 날짜에 따라 시스템을 채택
학생이 날짜 및
등록처 사무실에 서명한 등록금 환불 요청 양식.
환불은 수업료의 비례 배분 및 프로그램 완료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철회, 프로그램의 최대 50%
등록관 사무실에서 등록금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기록하는 경우:
• 최초 신청 동의 후 3영업일 이내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수업료 및 수수료의 100%
• 최초 신청 동의를 받은 후 3일 후 및 신청 첫 주 동안
학기
환불 가능한 수업료 및 수수료의 95%
• 학기 두 번째 주 동안
환불 가능한 수업료 및 수수료의 90%
•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 동안
환불 가능한 수업료 및 수수료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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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등록)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주(기간의 50% 이전)
환불 가능한 수업료 및 수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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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차 이후(등록 기간의 50% 이후)
환불 불가
개혁 대학은 수업료, 환불 외에 수수료, 책 및 용품에 대해 청구합니다.
다음을 제외한 수수료의 미사용 부분:
• 특정 학생을 위해 특별 주문되어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품목
다른 학생
•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반품된 품목
신입생
• 제3자 공급업체가 제공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 불가 수수료
모든 학생의 경우 환불 요청 후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미국 영토를 떠나거나 외국에 영구 주소가 있는 학생은
종이 수표에 따라 영업일 기준 10~15일 이내에 배달될 수 있으므로 배달 일 연장
원하는 우편물 위치의 국가 및 지역.
현역으로 부름 받은 경우 전액 환불
리폼드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은 미군 장병에 대해 모든 수업료와 수수료를 100% 환불할 것입니다.
현역으로 부르도록 명령하고 학기 중에 학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항소/불만
개혁대학교에 관한 규정에 불응하는 자
환불 정책은 레지스트라에 대한 초기 항소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아직
불만이 있는 경우 총장 또는 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는 의결을 권고할 수 있으나,
내린 결정이 학생에게 정의와 공정성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GNPEC(비공립 고등교육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항소합니다.
조지아 주
비공립 고등 교육 위원회
주소: 2082 East Exchange Place,
스위트 220 터커, 조지아 30084-5305
사무실 번호: (770) 414-3300
웹사이트: http://gnpec.org/consumer-resources/gnpec-authorized-school-complainant-form/

이민 정보
출입국 정보
비이민 학생으로서 거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풀 타임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예비 학생
학업 또는 직업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비이민 범주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F-1 범주에는 단과대학, 종합대학, 신학교,
음악원, 학술 고등학교, 기타 교육 기관 및 언어
훈련.
• 직업 훈련을 위한 M-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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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은 F-1 비자 학생만 인정합니다. 귀하의 주요 책임은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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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동안 교육. 다음에서 설명한 규정을 따르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비이민 신분 유지에 관한 서비스(USCIS).
비자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ISSC).

여권
귀하의 여권은 귀하가 본국을 떠나고 재입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한 것입니다. 너
여권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여권에는 만료일이 포함되어 있음).
여권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여권을 갱신하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필요한 경우 어떤 양식과 수수료가 필요한지 알려줄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경우
귀하가 Reformed University의 학생임을 확인하는 서신을 제공하십시오(즉,
등록)을 통해 개혁대학 총무실에 공식 서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 주소는 http://www.embassy.org/embassies/로 링크 하십시오.

비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주재 미국 영사가 여권에 찍어주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주, 비자 요구 사항이 면제되지 않는 한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미국에 입국할 때 받게 될 분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이다
비자가 만료되었고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비자를 갱신하는 데 필요합니다.
북미 대륙. 주한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행하는 것; 불행히도 국경 내에서 F-1 비자를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I-94 양식, 도착/출발 기록
I-94는 귀하가 미국에 입국했음을 보여줍니다. I-94는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에 스테이플링됩니다.
여권 페이지. 여기에는 11자리 식별 번호(출발표라고 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호) 국토안보부(DHS)가 귀하의 도착 및
미국에서 출발. DHS는 때때로 "출발" 번호를
"입학" 번호. I-94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그 날짜까지 미국을 떠나거나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오히려
비문 "D/S"(지위 기간)
I-20에 표시된 기간과 수료 후 선택적 실습 교육 기간에 60일을 더한 것입니다.
I-20에 명시된 수료일 이전에 졸업하면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I-20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I-20 양식
I-20은 프로그램 및 학생의 학업 수준에 대해 발급된 이민 문서입니다.
현재 추구. I-20의 3페이지에는 지정 학교의 승인을 위한 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20 앞면의 정보가 다음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공무원(PDSO)
미국 재입국. F-1 학생에 대한 정보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및 기타 취업 허가, 교과 과정 실습,
완료 후 실습 교육을 위한 권장 사항 또는 DHS 담당자의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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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국경을 벗어나 여행하는 모든 유학생은 DSO 또는
PDSO는 개혁 대학의 목적을 위해 3 페이지에서 승인을받는 경우
미국 재입국.
이 문서를 항상 최신 상태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여행 서류를 복사하여 사본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원본. 귀하와 피부양자를 위해 다음 문서를 복사하십시오.
• 귀하의 사진과 개인 정보 및 공식 정보가 포함된 여권 페이지
정보(만료일 포함)
• 현재 비자 상태 페이지
• I-94 양식의 양면
• I-20의 모든 부분
• 이전 I-20의 모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참고: 리폼드 대학교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서 사본. 따라서 학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문서.

데이터 무결성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기록은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F, M 또는 J 비이민자가 혜택을 신청할 때. 기타 기록이 있는 비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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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비이민자의 이름은 모든 증빙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비이민자의 신분, 이름, 생년월일은 SEVIS에서 정확해야 합니다.
• 지원 문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비이민자의 고유 이름을 반영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및 비이민 상태.
여권에 오류가 있는 경우 F, M 또는 J 비이민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여권 오류가 있는 비이민자는 본국 대사관 또는
여권을 수정, 업데이트 또는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대부분의 대사관
영사관에는 이 문제에 관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 띄어쓰기는 철자만큼 중요하며 일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Mc-Millan"과 "McMillan"을 같은 이름으로 읽지 마십시오.
I-94 양식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F, M 또는 J 비이민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정 요청과 해당되는 경우 문제를 검토합니다.
I-94 양식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문서
미국 입국 시기.
I-20 양식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F, M 또는 J 비이민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I-20 양식을 즉시 수정하려면 ISSC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대부분에 따라
최근 여권 및 I-94, PDSO 또는 DSO가 I-20의 정보를 변경하고 다시 인쇄합니다.
사용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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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중요 규칙
유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미국 연방 정부는 유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동안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은 이러한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SEVIS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엄격합니다.
포함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요구 사항. 아래 지침은 상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F-1 상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은 법적으로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에만
I-20 학생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있습니다.
등록 상태.
학사 학생의 풀타임은 12학점(4개 수업)이고 석사는 9학점(3
클래스). 목회학 박사 학생의 풀타임은 9학점 또는 여러 수업과
주당 12시간 동안 연구와 글쓰기에 전념합니다.
학위 수료를 향해 진행하십시오. 정상적인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귀하의 수준과 전공에 적합한 전체 학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국토안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코스 등록 실패
• 해당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코스 부하를 줄이는 무단 코스 중단
• 수업 불참
• 수업당 3회 초과 결석(모듈 결석 불가)
• 프로그램 완료를 향한 적절한 진행을 유지하지 못함
(반복된 "F" 등급)
• 낮은 평점으로 인한 휴학
• 불법적으로 일하는
• 등록된 과정에 대한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I-20 학생은 예외 없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출석은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한 학기에 3회를 초과하는 결석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과정 및 가능한 징계 조치.

풀타임 공부
• F-1 학생은 다음을 받을 때까지 매 학기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이 완료하기 위해 더 적은 과정 부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위
졸업을 위한 학위 요건.
• F-1 학생은 여름 학기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을 학기 이전에 조기 입학 허가를 요청하는 F-1 학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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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세션이 비자 상태에서 ACTIVE 상태가 되도록 하십시오.
• 여름 방학 동안 수강한 과목에 대한 학점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태 확인을 위한 연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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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을 위한 풀타임 학습은 다음을 위한 최소 9학점을 의미합니다.
대학원생, 학부생은 12학점. 모든 편차
이러한 목록에서 ISSC의 고문과 논의해야 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학생이 풀타임 미만으로 등록하거나
주어진 학기 동안 수업을 철회합니다. 단, 사전 승인
ISSC 고문을 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국제 학생은 전체 과정을 계속 수강해야 합니다. 어느
승인 없이 전체 과정 부하 미만으로 떨어지는 학생은 다음에서 제외됩니다.
상태. 감소된 과정 부하 승인 이유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혁 대학 - 지정 학교 공무원(PDSO)은 유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 코스 부하 아래로 떨어집니다.
USCIS 연방 규정 코드 8 CFR Sec. 214.2 (f) 6
A. 학업상의 어려움. PDSO는 학생의
영어 또는 읽기 요구 사항에 대한 초기 어려움, 미국에 익숙하지 않음
교수법 또는 부적절한 코스 수준 배치. 학생은 전체를 재개해야 합니다.
여름 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 세션 또는 학기의 학습 과정,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에 전체 미만으로 떨어질 권한이 있는 학생
학업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과정은 두 번째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PDSO에서 학업 과정을 추구하는 동안 학업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그램 수준. 학업을 위해 전체 학업 과정 미만으로 떨어질 권한이 있는 학생
특정 프로그램 수준에서 학습 과정을 추구하는 동안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에 규정된 질병 의학적 상태로 인해 감소된 코스 부하에 대해 승인됨
이 섹션의 단락 (B).
B. 의학적 상태. PDSO는 감소된 코스 부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필요한 경우 코스 없음
부하) 학생의 일시적인 질병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 과정을 추구하는 동안 총 12개월을 초과합니다.
특정 프로그램 수준. 의학적 근거에 따라 감소된 코스 부하를 승인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학생은 면허가 있는 의사의 의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병을 입증하기 위해 PDSO에 정골의학 의사 또는 면허가 있는 임상 심리학자
또는 의학적 상태. 학생은 최신 의료 문서와 PDSO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 학기, 세션 또는 학기마다 전체 학습 과정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재승인해야 합니다. NS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전체 학습 과정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전에 승인된 학생
총 12개월 동안의 의학적 상태는 PDSO에 의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업 과정을 추구하는 동안 후속 기회에 과정 부하를 줄입니다.
같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스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업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두 번 이상 질병이나 건강 상태,
해당 승인의 총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C. 코스 부하 감소. (RCL) PDSO는 코스 부하 감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마지막 학기, 학기 또는 세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더 적은 경우 세션
학습 과정. 학생이 충족하기 위해 추가 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완료를 위한 요구 사항이지만 관리 목적으로 계속 등록되는 경우
학생은 학습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신분 변경 또는 출국 신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고: RCL은 학생이 등록하기 전에 SEVIS에서 PDSO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소된 코스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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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일 연장 절차
모든 SEVIS I-20 양식에는 섹션 5(5)에 나열된 학업 완료 날짜가 있습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위에 언급된 학생은 학교에서 전공하는 전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늦어도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늦어도 연구를 완료하십시오.
. 정상적인 학습 기간은
개월.
모든 국제 학생들은 해당 학위를 완료하는 데 특정 년수가 주어집니다.
현재 개혁 대학은 다음을 할당합니다:
학위 학위를 완료하는 데 년
신학 연구 학사(BATS)
경영학 학사(BABA) 5년 / 60개월

I-20 양식에 기재된 개월 수
5년/60개월

신학 석사(M.Div.)
신학 연구 석사 (MATS)

4년/48개월
4년/48개월

이문화 연구 석사(MAICS)
교양 연구 석사(MALS)

4년/48개월
4년/48개월

수업 실패로 인해 할당된 시간 내에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학점
"F")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여름 학기(가능한 경우)를 활용하거나 추가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코스 부하.
USCIS 또는 SEVIS에서 학기당 최소 수강 요구 사항은 학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등록하기 전에 고문에게 확인하십시오.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그램 요건을 이수하지 못하여 자격이 없는 학생
연장의 경우 프로그램 완료 날짜가 지나면 상태에서 제외됩니다.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I-20 연장을 요청하려면 학생은 공식 문서 요청 양식(Form
I-20 연장 요청) ISSC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45일 동안 수행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종료일 이전.
USCIS 연방 규정 코드 8 CFR Sec. 214.2 (f) 7
(iii) 합법적인 신분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연장. 프로그램을 충족하지 못하는 F-1 학생
PDSO가
학생이 지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했으며 학업 지연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주요 또는 연구 주제의 변경, 예상치 못한 연구 문제, 또는
문서화된 질병. 학사경고 또는 정학으로 인한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학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PDSO는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20 양식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 이후까지 연장. 할 수 없는 F-1 학생
I-20 양식에 나열된 시간 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단락 (f)(7)에 따른 프로그램 연장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학생
이 섹션의 단락 (f)(16)의 규정에 따라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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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정(원격 교육)
학생들은 온라인 과정 또는 원격 교육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풀 타임 등록에 필요한 과정. 더 많은 온라인 과정을 수강할 수 있지만
한 학기 동안 3학점만 전체 학습 과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계에 계산됩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캠퍼스 기반 과정과 동시에 수강해야 합니다.
학생은 하나의 온라인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몇 번 수강하든 상관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학기당 1개 코스(또는 3학점)만 전체 학습 과정을 유지하는 데 계산됩니다.

고용
미국 유학생의 취업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교내 취업
ISSC 사무소를 통해 허가를 받은 F-1 신분 보유자에게 허용됩니다. 교내 취업은
학년도에는 20시간으로 제한되며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끄다캠퍼스 취업은 특별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SC의 고문을 참조하십시오.
정보. 자세한 내용은 F-1 고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주소 변경
학생들은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ISSC)에 자신의 현재 정보를 계속 알려야 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80/100

8/11/2021

개혁 대학
전화번호, 미국 현지 주소 및 영구적인 본국 주소. 제출 " 학생 정보
변경 요청" 양식을 지체 없이 ISSC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DHS는 모든 비이민자가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 이러한 연방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주소 변경 사항이 있는 ISSC 사무소. AR-11 양식도 작성해야 합니다.
DHS에 주소 변경을 알리거나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Terms .

F-1 비자 소지자(F-2)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F-2 비자로 입국하려면 모든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 국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I-20 신청서. 또한 I-20 양식은 학생의 외국 주소 없이 처리될 수 없습니다.
F-1 학생의 F-2 배우자는 풀타임 학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F-2 자녀는
연구가 초등 또는 중등 학교(유치원에서
12학년). F-2 배우자와 F-1 학생의 자녀는 고용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2라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풀 타임 학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고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F-1 또는 M-1 신분으로의 비이민 분류. (Reformed University는 M-1 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학생.)
USCIS 연방 규정 코드 8 CFR Sec. 214.2 (f) 15
(i) 고용. F-2 배우자와 F-1 학생의 자녀는 고용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연구. (A) F-1 학생의 F-2 배우자는 풀타임 학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F-2 자녀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만 풀타임 학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F-2 배우자와 자녀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 또는 여가 활동.
(B) F-2 배우자 또는 F-2 자녀가 허용된 것 외에 풀타임 학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 섹션의 단락 (f)(15)(ii)(A)에 있는 아동은 다음 변경 사항을 신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F-1, J-1 또는 M-1 신분으로의 비이민 분류. 등록된 F-2 배우자 또는 자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2003년 3월 11일 또는 그 이전에 F-1, J-1 또는 M-1 신분으로 비이민 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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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2 배우자 또는 F-2 자녀가 상근직에 종사함으로써 비이민 신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 섹션의 단락 (f)(15)(ii)(A) 또는 (B)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승인된 여름 휴가
리폼드 대학교는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5 월과 5 월 사이에 수업에 등록하지 않고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팔월. 특히, 봄 학기 말과 가을 초 사이의 달
학기. 또한, 학생들은 방학 방학 사이에 과정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월. 구체적으로, 가을 학기 말과 봄 초 사이의 기간
학기는 일반적으로 약 30일입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연차휴가 서비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USCIS 연방 규정 코드 8 CFR Sec. 214.2 (f) 5
(iii) 연간 휴가. 교육 기관의 F-1 학생은 다음 기간 동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자격이 있고 다음 학기에 등록하려는 경우 연간(또는 여름) 방학. NS
1년에 한 번만 방학을 하는 4학기 또는 3학기 일정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여름 대신 분기 또는 삼 분기 중 어느 하나에
학생이 이전 학년도에 해당하는 학년을 마친 경우 해당 방학 동안의 상태
휴가를.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담당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여행은 예기치 못한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 승인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 여행을 계획하는 학생은 지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20 양식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학교 담당자. PDSO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양식에 서명합니다.
• 학생의 재정 서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학생이 미국으로 돌아온 후 재등록할 계획입니다.
• 학생은 모든 F-1 규정을 준수합니다.
서명은 ISSC 사무실의 PDSO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 5개월 이하의 결석 후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NS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민 조사관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여권에 찍힌 유효한 F-1 입국 비자(필요한 경우).
• 현재 USCIS 양식 I-20 ID(비이민(F-1) 학생 자격 증명서
상태 - 학업 및 언어 학생용) 해당 학교 관계자가 서명
(귀하를 방문할 때마다 적절한 학교 담당자가 USCIS 양식 I-20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 귀하의 서류에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USCIS 양식 I-20 AB/I-20 ID
학습 과정 또는 학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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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세울
지원때증명서.
여행 계획을
F1 학생 신분. 매년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격이 있고 다음 학기에 등록할 의향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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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교는 여행하는 모든 유학생들이 사전에 조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당신의 출발에. 모든 유학생은 매 학기에 등록해야 하며 모든
활성 상태를 유지하려면 비용 및 수업료가 코스 출석 목록에 나열되도록 삭제됩니다. 제발
귀하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된 휴가 기간 동안 여행 일정을 잡으십시오.

세금보고 정보
모든 유학생은 미국에 연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국세청(IRS)
미국에서는 6년 이상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세금 보고서 제출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와 같은 절차. 세금 신고 및 보고에 대한 지원 및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 1-800-829-1040으로 전화하거나
http://www.irs.gov.

F-1 편입 절차
미국 내 한 기관에서 다른 DHS 승인 기관으로 전학하는 절차
주.
적임
F-1 학생은 다음을 유지한 경우 다른 DHS 승인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법적 지위,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서 전체 과정을 이수했으며,
새 학교에서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재정적으로 새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문서 체크리스트
편입하려는 학교는 이전 교육 기관의 (P)DSO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Transfer Clearance Form을 출력합니다. 이전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이전 학교에서 유효한 전학 허가를 보여주고 귀하의 SEVIS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전 학교의 경우 새 기관에서 새로운 I-20 양식을 발급받게 됩니다.
절차
개혁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1.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 학생 고문에게
리폼드 대학교로 편입.
2. 편입 허가서 작성
3.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 학생 고문에게 다음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전 승인 양식
4. 새로운 개혁 대학 I-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ISSC에 보고하십시오.
20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분을 유지하십시오.
5. PDSO가 서명한 Transfer Clearance Form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기관, 여권, I-94 출발 기록 및 이전에 발행된 모든
I-20. 미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각각의 I-20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권, I-94 출국 기록.
6. 입학원서를 서류와 함께 개혁대학교에 제출
위에 나열된 정보.
7. 수락 시 ISSC는 현재 학교에 편입 수락을 알립니다.
편지 및 팩스를 통한 송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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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VIS 출시, 등록 및 개혁에 대한 등록금 및 수수료 전액 지불시
대학에 입학하면 새로운 I-20 양식이 발급됩니다.
메모
귀하의 전학은 수업에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귀하의 ISSC 고문이 될 때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풀 타임 등록을 확인하고 현재 미국 및 해외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등록합니다.
SEVIS의 기록. SEVIS에 등록하는 행위는 매 학기 필수입니다. ~이다
귀하의 주소를 Reformed University에서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십시오.
기록. 그렇지 않으면 지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에서 새 기관으로 편입하는 경우:
1. 입학처에 편입학 신청서 제출
2. ISSC에 다른 학교로 편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립니다.
3. 언제 ISSC 고문 및 새 학교의 PDSO와 논의하고 결정하십시오.
개혁 대학은 귀하의 SEVIS 기록을 새 학교에 "공개"해야 합니다. 타고있다
귀하의 기록이 다른 학교인 Reformed University에 공개되면
귀하의 기록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릴리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귀하의 입학 상태 및 편입 결정에 대한 확신이 필수적입니다.
주어진 학교로.
4. 필요한 경우 ISSC에 새 기관의 편입 허가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고
지정된 날짜에 SEVIS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5. 15일 이내에 신설기관 지정학교 담당자에게 보고
새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을 입력하여 이전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F-1 학생은 미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비이민자들과 달리,
F-1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신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와 가능한 실제 훈련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상태 기간은
F-1 학생이 승인된 학교에서 전체 과정을 이수하는 시간으로 정의
교육 기관 또는 학업 완료 후 공인 실습 교육에 참여,
단, 공립 고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F-1 학생은
공립 고등학교에서 총 12개월의 학습 기간.
F-1 학생은 지정된 보고서 날짜 또는
I-20 양식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 날짜.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그녀는 학습 과정을 마치기 위해 정상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 학생도 최대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완성을 넘어 실천적인 훈련을 추구합니다.
유예 기간
일반 유예 기간 - 60일
학업 과정 및 공인된 실습 교육을 이수한 F-1 학생
학업 완료 후 출발 준비를 위해 최대 60일이 허용됩니다.
미국에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학.
수업 철회 - 달력 기준 15일
DSO가 수업을 철회하도록 승인한 F-1 학생에게는 15일 동안의 기간이 허용됩니다.
미국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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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상태 유지 실패 - 달력일 기준 0일
DSO 또는 DSO의 승인 없이 전체 학습 과정을 유지하지 못한 F-1 학생
그렇지 않으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출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분 변경에 관한 개혁 대학 정책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학생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F-1 또는 F-1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ISSC는 강력히 권장합니다.
국제 학생을 상담자로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F-1(I-539 청원)으로의 신분 변경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formed University의 학업 프로그램에 정식 입학
• 유효한 현재 비이민 신분
• 신분 변경 요건의 성공적인 편집:
1. 신분변경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US Department of Homeland"로 수취인 $300.00의 수표 또는 우편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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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여권 메인 ID(인력) 페이지 및 현재 비자 사본
4. 학생의 I-94 카드 원본(복사용)
5. 현재 재정 문서(원본, 사본 또는 팩스 불가)
I-20 양식에 기재된 수업료 및 수수료 금액은 학생 또는 학생의
후원자 및 F-2 부양 가족당 추가 $3,000. 스폰서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작성 및 공증된 I-134 지원 진술서 및 공식 은행 거래 명세서
6.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200달러의 SEVIS 수수료 지불. 정보 및
SEVIS 수수료에 대한 지침은 www.fmjfe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주 신분 보유자의 I-94 사본 및 여권 본
페이지도 필요합니다. 주 신분 보유자가 F-1 신분인 경우 I-20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의.

F-1 신분으로의 복원에 관한 대학 정책 개혁(I-539 청원)
복구를 위해):
국제 학생 서비스는 F-1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일지라도
Reformed University는 복원을 지원할 것이며 학생은 다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권 신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합니다. 5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태에서 떨어지는 달.
참고: Reformed University는 학생의 신분 회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학생이 현재 Reformed University에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분 위반이 다음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USCIS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복학을 받지 못한 경우
합법적인 F-1 신분은 학생에게 극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 현재 I-20 양식을 발급한 학교에서 전체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 무단 고용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 이 법의 섹션 242(a)(1)(b) 또는 (c)(1) 이외의 이유로 추방될 수 없습니다.
[지나치거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 그리고
• 5개월 이상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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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원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Reformed University에 정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복직 요건의 성공적인 편집
• 복학을 요청하고 학생이 넘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
상태에서
• “US Department of Homeland”로 수취인이 $300.00인 수표 또는 우편환
보안."
• 학생의 마지막 I-20 사본
• 학생의 여권 메인 ID(인력) 페이지 및 현재 비자 사본
• 학생의 원본 I-94 카드(원본을 US DHS로 우편 발송하지 않아도 됨)
• 마지막 미국 입국 이후 다녔던 각 미국 학교의 공식 성적 증명서
• 현재 재정 문서(원본, 사본 또는 팩스 불가)
학생 또는 학생의 후원자가 사용할 수 있는 I-20 양식에 나열된 수업료 및 수수료 금액,
F-2 부양가족당 추가 $3,000. 후원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공증된 I-134 지원 진술서

고용 정보
고용 정보
학생 고용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교과 과정 실습 (2) 선택 사항
실습 및 (3) 일시적인 어려움. 교외 취업 추천은
1학년 재학 중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서 있는. 학업 성적은 학점 평균이 2.0 이상이고/또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개혁 대학 카탈로그에 근거한 학업 보호 관찰 대상입니다. 이러한 옵션
미국 시민권 및 이민과 관련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규정.

교내 취업
사용 가능한 위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Reformed University의 캠퍼스 내 고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직책이 확보되면 학생 사무국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야 모집 공고: 도서관 조교, 채플 조교, 조교,
연구 조교 또는 행정 조교. 보상 비율은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주 최소 급여 요건과 시간당 $10.00 사이의 할당.
채용 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적절한 직무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제공
성능. 각 교내 직원은 매월 시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에 대한, 그리고 Office of Business Affairs의 환급 요청 시
학생처는 급여 명세서를 발행하고 즉시 자금을 위해 학생의 계정에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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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USCIS 연방 규정 코드 8 CFR Sec. 214.2 (f) 9i
(i) 교내 고용. 교내 고용은 학교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구내(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상업 회사 포함,
학교 서점이나 카페테리아와 같은) 또는 교육적으로 제휴된 교외 위치에서
학교와 함께. 건설 회사 건물과 같은 현장 상업 회사에 고용
직접적인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 건물은 교내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교외 위치의 경우 교육 소속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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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확립된 커리큘럼과 관련되거나 계약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연구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대학원 수준의 프로젝트. 어떤 경우에도 고용은 기업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이 단락에 따라 승인된 고용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학기 중일 때 일주일에 몇 시간. 그러나 F-1 학생은 캠퍼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휴학 중이거나 연례 방학 중일 때. I-양식이 발급된 학생
20 AB는 8 CFR 214.3(k) 조항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누가
양식을 발행한 기관에서 다음 정규 학년도, 학기 또는 세션에 등록하기 위해
I-20 AB는 신분에 따라 캠퍼스 내 고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F-1 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교내 취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의 단락 (f)(10)에 따라 승인된 실습 교육. F-1 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United를 대체하지 않는 이 단락에 따라 승인된 캠퍼스 내 고용
주 거주자. SEVIS로 편입하는 경우,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SEVIS 기록을 관할하는 학교에서의 고용. 최초 진입 시
새로운 학습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 F-1 학생은 30일 이상 캠퍼스 내 취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업 시작 며칠 전.

선택적인 실습 교육
OPT 일반 정보
• 고용 시작일로부터 최소 120일 전에 OPT를 신청하십시오.
• 학생은 OPT에 대한 임시 고용 승인을 위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 학생은 고용에 표시된 날짜까지 OPT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승인 문서, 양식 I-766 또는 양식 688B
• 학생은 최대 90일 전까지 OPT 참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PDSO가 지정한 전체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시작합니다.
• 학생은 OPT를 위해 임시 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연간 방학 중 및 기타 학기가 아닌 시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은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자격이 있으며 등록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 또는 세션; (2) 학교가 학기 중일 때, 단,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교가 학기 중일 때 주당 20시간을 초과합니다. 또는 (3) 과정을 마친 후
학업 또는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의 경우
학위에 대한 모든 과정 요구 사항 완료(논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은 제외).
학교의 행정 목적을 위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도 계속 등록
학위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OPT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OPT는 반드시
학위에 대한 모든 과정 요구 사항을 완료하기 전에 또는
학습 과정의 완료. 학생은 14- 이내에 모든 실습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구 완료 후 1개월 기간.
OPT 종료
OPT 취업 허가는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다른 교육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OPT 승인 요청
OPT 과정은 리폼드 대학교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에서 시작됩니다. NS
OPT 승인을 위한 승인 요청은 지정된 학교 담당자(PDSO)에게 해야 합니다.
학생은 현재 학생과 함께 I-538 양식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I-20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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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스 프로세스
SEVIS에서 OPT를 추천할 때 PDSO는 학생의 기록을 다음 날짜에 업데이트합니다.
SEVIS는 OPT를 추천받았습니다. 학생 OPT를 추천하는 PDSO가 책임이 있습니다.
훈련이 승인된 기간 동안 학생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NS
PDSO는 고용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를 SEVIS에 표시하고
SEVIS 고용 시작 및 종료 날짜. 그러면 PDSO는 고용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학생의 SEVIS Form I-20, OPT가 추천되었음을 나타내는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학생은 다음 양식에 따라 고용 허가 문서를 서비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I-765, 수수료 및 OPT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SEVIS 양식 I-20 고용 페이지
PDSO에서 권장합니다.
취업 허가
OPT 및 CPT의 총 승인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당 2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OPT는 사용 가능한 OPT에서 절반으로 공제됩니다.
(50%) 정규직 비율. 8 CFR part 274a의 규정에 따라 F-1 학생은
이 섹션의 단락 (f)(10)에 따른 OPT(CPT 제외)는 다음까지 고용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고용 허가 문서(EAD)를 발급받았습니다. F-1
학생은 I-765 양식을 제출하여 EAD를 위해 USCIS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고용 허가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성된 I-765 양식(적절한 수수료 및
• I-20 양식의 OPT 또는 SEVIS 학교의 경우 업데이트된 SEVIS에 대한 PDSO의 추천
양식 I-20.
취업 허가 신청 결정
서비스는 PDSO를 기반으로 I-765 양식을 판결하고 EAD를 발행합니다.
학생이 달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추천.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결정 및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이유 또는 이유. 신청자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OP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서 승인한 F-1 학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의 변경 또는 그러한 고용 중단을 PDSO에 보고합니다.
승인된 교육 기간. 학생에게 OPT를 추천하는 PDSO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러한 보고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학생의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훈련이 허가됩니다.
취업 허가를 받은 F-1 학생의 미국 임시 결석
만료되지 않은 교외 취업으로 임시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
I-20 양식에 대한 승인은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에만 취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은 학교에 다닐 것. F-1 학생은
완료 후 OPT를 위해 발행된 만료되지 않은 EAD와 달리 허용 가능한 사람은
미국은 임시 결근 후 고용을 재개합니다. EAD는 다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이내에 PDSO가 재입국을 승인한 I-20 양식과의 조합.
신청 방법:
옵션 1: 서류 지원
지원 체크리스트
• I-765 양식 작성(양식의 항목 3번은 귀하의 현재 유효한 우편 주소여야 함)
• SEVIS I-20, OPT 고용 추천서가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됨
• USCIS 규격에 맞는 컬러 사진 2장(여권 크기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가볍게 이름과 I-94 번호)
• I-94(앞면 및 뒷면) 및 여권 신분증 페이지 사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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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에 지불할 $340.00 수표(수수료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려면 USCIS 웹사이트에서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
gnextoid=73ddd5
9cb7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
M10000045f3d 6a1RCRD )
필요한 모든 정보가 준비되면 모든 서면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우편 서비스의 경우:
USCIS
사서함 660867
댈러스, 텍사스 75266
특급 우편 및 상업 택배 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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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0

8/11/2021

개혁 대학
USCIS TSC
수신: AOS
2501 S. State Hwy. 121 사업
스위트 400
루이스빌, TA 75067
옵션 2: 전자 제출
•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efiling.htm으로 이동
•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 양식을 찾은 후 오른쪽 하단에 나열되는 "E"를 클릭합니다.
• 학생은 $340.00의 접수비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수표 또는
저축 계좌 정보.)
• 학생은 수신 통지의 전자 확인을 받습니다.
• 학생은 다음을 위해 USCIS 지원 센터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진, 서명 및 지문 제공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절차: 신청자는 접수를 나타내는 I-797 조치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일과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식은
처리 시간은 통지일로부터 약 80일이라고 명시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원 현황 확인: 학생은 하기를 통해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https://egov.immigration.gov/graphics/cris/jsps/caseStat.jsp 또는 전화 1800-375-5283. 학생들은 영수증 번호(SRCxxxxxxxxxx)를 제공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보류 중인 신청서: USCIS의 접수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EAD 카드를 아직 받지 못한 학생은 임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
애틀랜타 지역 사무소
국토안보부 – USCIS
2150 파크레이크 드라이브
애틀랜타, 조지아 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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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미국 우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 문서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가므로 학생이 메일 전달을 요청하더라도 EAD는
TSC로 돌아왔습니다. 학생이 I-765에 기재된 주소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800-375-5283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 주소 변경 사항을 보고하십시오.
외국인 주소 변경, USCIS/TSC
사서함 850891,
메스키트, 텍사스 75185-0891
승인: OPT 신청서가 승인되면 USCIS는 학생에게 I-766 양식을 발급합니다.
고용 허가 문서(EAD)로. 승인은 SEVIS에도 표시됩니다.
PDSO는 OPT 승인을 나타내는 I-20의 새 페이지 3을 인쇄하여
학생.

선택적 실습 교육 연방 규정
USCIS 연방 규정 코드 8 CFR Sec. 214.2 (f) 10ii
(장군. 학생은 임시 고용 승인을 위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택적인 실습 교육. 학생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 허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선택적인 실습 교육을 시작합니다.
문서(EAD), 양식 I-766 또는 양식 688B. 학생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체 학업에 등록하기 전에 최대 90일까지 선택적인 실습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 기간은 전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PDSO가 지정한 학년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실습 훈련을 위한 임시 고용: (문단 (f)(10)(ii)(A) 개정 발효
1/1/03; 67 FR 76256)
(1) 학생의 연간 방학 중 및 기타 수업이 없는 시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은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자격이 있으며 다음 학기에 등록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간 또는 세션;
(2) 개학 중, 실습 교육이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학기 중일 때; 또는
(3) 과정 수료 후 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위 프로그램은 학위에 대한 모든 과정 요구 사항을 완료 한 후 (논문 또는
동등한). 학교의 행정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등록, 결국
학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선택적인 실습 자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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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모든요구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선택적인
실습
학위에그러나
대한 과정
사항
또는 학습
과정
완료 전.
학생교육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업 완료 후 14개월 이내에 모든 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B) 실습 교육 종료. 선택적인 실습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취업을 시작하면 고용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른 교육 수준에서 공부하십시오.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됨, 67 FR 76256)
(C) 실습 교육 승인 요청. 수락 승인 요청
실습 교육은 학생의 지정된 학교 담당자(PDSO)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양식 I-20 ID와 함께 I-538 양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OPT 자주 묻는 질문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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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120일(4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를 시작하거나 OPT가 되기로 계획하기 전 학기(1월 시작일의 경우 8월 및
5월 또는 6월 시작 날짜의 경우 1월).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선택적인 실습 교육을 받으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1년 동안 정규과정으로 합법적으로 등록한 자,
2. 현재 풀타임 학업 프로그램과 유효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3.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취업 제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OPT 자격이 있거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학생이 일을 하거나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OPT 승인 카드(EAD)가 발급된 후 취업을 추구합니다.
언제 OPT를 신청해야 하나요?
• 졸업 후 OPT: 학업을 마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국
완료 날짜까지 지원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지원하십시오. 당신 후
완료 날짜가 지나면 완료 후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려는 경우
학업을 마칠 즈음에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OPT를 완료하십시오. 유학생과 상담
이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서비스 센터(ISSC).
• 사전 수료 OPT: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 3-4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
내 완료 날짜는 무엇입니까?
"완료 날짜"는 학위 요구 사항이 완료된 날짜를 나타냅니다(확인된
지도교수). 이것은 반드시 "공식" 대학/신학교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업식날. 논문이 없는 대부분의 학부 및 석사과정 학생
요구 사항, 학업 완료 날짜는 마지막 날짜 다음의 5월 또는 12월 날짜입니다.
풀 타임 등록 기간.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이내에 USCIS에서 영수증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할 것입니다.
I-765 양식. OPT 지원 자료의 전체 처리에는 추가로 최대 90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날. 승인되면 USCIS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동일한 주소로 우송합니다.
I-765 양식에 제공한 주소. EAD를 받기 전에는 고용을 시작할 수 없으며
카드의 시작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EAD를 받기 전에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를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하는 고용.
OPT가 보류 중인 동안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및/또는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 USCIS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개혁 대학 ISSC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USCIS에서 신청서 접수 확인 통지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https://egov.immigration.gov/cris/jsps/ (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EAC 번호 사용
접수 통지). 또는 USCIS는 EAC 번호를 수표 뒷면에 인쇄합니다.
현금화. 은행에서 수표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 여행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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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OPT:
나열된 모든 항목이 있는 경우 미국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에:
•
유효한 여권,
•
여권에 유효한 F-1 비자 스탬프(캐나다 시민 제외)
•
지난 6개월 이내에 PDSO의 재입국 승인을 받은 OPT I-20,
•
USCIS에서 발급한 유효한 실습 교육 EAD 및
•
취업 제의 또는 고용 확인서와 같은 고용 증명서.
위에 나열된 모든 문서가 없거나 OPT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날 계획이라면
신청이 USCIS에 계류 중이므로 해외 여행 전에 ISSC와 상의해야 합니다. 을위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e.gov/graphics/sevis/travel/faq_F-2.htm을 참조 하십시오 .
참고: EAD에는 "미국 재입국에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EAD에 인쇄됩니다.
OPT용으로 발급된 카드는 단순히 카드만으로는 미국 재입국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완료(예: 여름) OPT:
유효한 여권, 유효한 F-1 비자 스탬프 및 OPT I-20을 가지고 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PDSO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직업이나 유효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USCIS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급한 EAD.
OPT 완료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USCIS에 알려야 합니까?
예. ISSC에 연락하시면 해당 주소 변경 완료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직업을 얻지 못하면 OPT 날짜를 변경하거나 OPT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USCIS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ISSC는 귀하의 OPT 날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너. OPT 신청서를 USCIS로 보낸 후 철회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직접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SC에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조언
OPT를 신청하기 전에 날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직업 전망을 고려하십시오.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학위 요구 사항 완료 지연,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없음 또는 직업 상실은
시간을 잃는 경우에도 실습 교육 승인을 철회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일하려면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합니까?
예.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라면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면,
ISSC에서 사회보장국으로 가는 지침과 지시를 받으십시오. 사회 보장
관리 부서에서 신청서를 처리하고 사회 보장 번호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고용주와 함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까?
예. 일을 시작한 후 처음 3일 이내에 귀하와 고용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고용 자격 확인(양식 I-9). 이 양식은 귀하의 파일에 보관됩니다.
고용주이며 노동 허가 갱신을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이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OPT 중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OPT 취업 허가는 특정 직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각 직책이 귀하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여러 고용주
학업 분야 및 교육 수준에 상응하며 귀하는 초과 근무하지 않습니다.
승인당 최대 시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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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작업을 하는 동안 세금을 내야 합니까?
F-1 상태의 학생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5년 미만 동안 미국에 체류한 F-1 학생은
사회 보장(FICA)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당신의 주의에 이것을 가져오십시오
많은 고용주들이 이 세법 조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한 경우
F-1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면제에 대한 정보. 상담하셔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ISSC는 이러한 유형의 개별 세금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OPT 종료일 이후에 미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OPT 종료 후 60일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할 권한이 없으며 할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F-1 신분으로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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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를 마친 후 미국에서 새로운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SSC에 연락하여 다니고자 하는 학교와 새 프로그램을 알려야 합니다.
공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리폼드 대학교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F-1 SEVIS를 "해제"해야 합니다.
OPT 종료 후 60일 이내에 새 학교에 기록(또는 SEVIS 기록 업데이트
새로운 개혁 대학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시작 계획을 ISSC에 알리지 않은 경우
6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F-1 SEVIS 기록이
무효화되어 이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ISSC 담당자가 각 OPT 수혜자에게 약 90일 동안 연락할 것입니다.
OPT 종료일 이전에 (1) 더 높은 학위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확인합니다.
(2) 다른 분야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장, (3) 다른 기관으로 편입,
또는 (4) OPT를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특히 우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OPT인 동안에도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최종 참고 사항: 고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부과한 결과.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모든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이며,
고용 규정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승인 없이 일하는 것은 귀하의
학생 신분. 귀하의 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에게 부여되고 추방될 수 있는 혜택.
고용주와 문제가 발생하면 ISSC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교과과정 실습(CPT)
F-1 학생은 PDSO의 승인을 받아 교과 과정 실습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립된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인 프로그램. 교과 과정 실습이 정의됩니다.
대체 작업/학습, 인턴십 협력 교육 또는 기타 유형의 필수
협력 협약을 통해 고용주를 후원하여 제공하는 인턴십 또는 실습
학교와 함께. 1년 이상의 풀타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은 수료 후 학업 교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학년도 예외
요구 사항은 즉각적인 요구 사항이 필요한 대학원 연구에 등록한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교과 과정 실습에 참여. 교과과정 실기 승인 요청
PDSO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은 교과 과정 실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PDSO 승인과 함께 I-20 양식을 받습니다. 8 CFR 214.2(f) (1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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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스 프로세스
학생이 교과 과정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SEVIS의 PDSO
학교는 SEVIS의 학생 기록을 교과 과정 실습 교육에 대한 승인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PDSO는 훈련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를 표시하고 고용주와
위치 및 해당 커리큘럼을 나타내는 SEVIS Form I-20의 고용 페이지
실습 교육이 승인되었습니다.
PDSO는 SEVIS Form I-20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후 학생이 제출하기 전에 학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취업의 시작.
전제 조건
학생은 USCIS(DHS) 승인 학교에 풀타임으로 합법적으로 등록했어야 합니다.
CPT 자격이 되기 전에 1년 동안. 대학원생은 예외
즉각적인 교과 과정 교육이 필요한 프로그램. 학생이 F-1에 있는 동안에만 사용 가능
상태, 교육 목표 완료 전. 영어연수생
프로그램은 CPT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치
학생들은 승인된 특정 고용주, 위치 및 기간에 대해서만 CPT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VIS의 PDSO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지속
PDSO가 부여한 특정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PDSO는 최대 1년 단위로 또는 예상 날짜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 완료, 둘 중 더 짧은 것.
학업 완료 이전에만 승인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적 최대치 없음
목적.
주당 시간
파트타임(20시간 이하) 또는 풀타임(20시간 이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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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제안
CPT 자격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해야합니다
또한 고용 기간 동안 F-1 상태로 전체 학업 과정을 유지하지만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PDSO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VIS 승인 및 SEVIS I-20 발행, 작업 시작 전.
CPT 신청 절차:
• 학생은 ISSC 사무실을 방문하여 PDSO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 학생은 다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1. 회사/부처 레터헤드에 재직했음을 확인하는 서신
2. 고용 시작일 및 종료일
3. 주당 대략적인 근무 시간
4. PDSO가 승인되면 SEVIS를 통해 추천합니다.
5. 일단 승인되면 PDSO가 승인한 SEVIS I-20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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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자주 묻는 질문
CPT 란 무엇입니까?
규정에 따르면 CPT는 "기존 커리큘럼의 필수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정의
"대체 작업/학습, 인턴십, 협동 교육 또는 기타
고용주를 통해 제공하는 필수 인턴십 또는 실습 유형
학교와 협력 협약" 8 CFR 214.2(f) (10) (i)
CPT가 OPT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거된 풀타임 CPT "트리거"의 합계가 12개월 이상인 F-1 학생
OPT 자격. 그러나 12개월의 풀타임 CPT를 사용하면 동시에 OPT 자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이 전학한 학교의 프로그램 수준은 이 12개월에 포함됩니다.
골재. 다른 프로그램 수준에서 승인된 CPT는 이 12개월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HS SEVIS RTI 사용자 매뉴얼(vol. II), S.4.5.5.3.3 AMDOC #200405008.
CPT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 귀하는 현재 교육 기관에 최소 한 학년도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은 학위 프로그램을 위해 확립된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과정은 교수진과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과정 카탈로그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코스에 배정된 회원. 또한 실무 교육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과 과정의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격은 학생이 교육 과정을 마치기 전에 F-1 상태에 있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목적.

경제적 어려움 신청 절차
적격 F-1 학생은 심각한 상황에 따라 교외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것들
상황에는 재정 지원(후원)의 상실 또는 없는 캠퍼스 고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 측의 과실, 통화 또는 환율 가치의 상당한 변동,
등록금 및/또는 생활비의 과도한 증가, 재정 상태의 예상치 못한 변화
학생의 지원 출처, 의료비 또는 기타 상당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경제적 어려움 노동 허가 신청 절차:
학생은 다음을 준비하여 승인된 출석 학교의 PDSO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상치 못한 어려움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경우 첨부해야 하는 진술
백업 문서; 예를 들어, 가족의 변화를 알리는 집에서 온 편지
학생 국가의 통화 평가 절하 상황 또는 증거.
• 다른 고용 옵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16번 항목의 "I (3) (iii)" 코드를 사용하여 I-765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여권용 사진 2매 획득
PDSO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최소 1명의 학업에 대한 F-1 상태 유지를 포함하여 혜택 자격 확인
년이며 현재 학생으로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 고용 권장 사항으로 SEVIS 업데이트
• SEVIS I-20 인쇄
경제적 어려움 신청서와 함께 보낼 것:
1. I-765 양식 작성(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index.htm )
2. 고용을 위한 PDSO 추천서를 보여주는 SEVIS I-2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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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CIS 규격에 맞는 컬러 사진 2장
4. I-94(앞면 및 뒷면) 및 여권 신분증 페이지 사본
5. 학생이 필요로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지원 자료
취업 허가를 구하고 교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자산, 수입 및 지출 목록을 제공합니다.
6. USCIS에 수취인인 $340.00의 수표 또는 우편환. (확인을 권장합니다.
추적 목적)
USCIS 연방 규정 코드 8 CFR Sec. 214.2 (f)9ii
교외 취업 (ii) 교외 취업 허가 (장군. F-1 학생은 캠퍼스 밖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한 기간 동안 F-1 지위에 있었던 후 이 섹션의 단락 (f)(9)(ii)(B) 또는 (C)에 따라
전체 학년도에 의해 결정된 학생의 학업 성적이 양호한 경우
PDSO.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시간제 교외 고용은
학교가 학기 중일 때 일주일에 20시간. 교외 취업이 허가된 학생
승인은 방학이나 방학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
학생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승인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입력
국장이 결정하는 긴급 상황에 따라 국장은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의해 이 섹션의 단락 (f)(9)(ii)의 요구 사항 중 일부 또는 전체의 적용 가능성
연방 등록. (98년 6월 10일 수정, 63 FR 31872)
(B) 예약됨. (제거 및 예약 유효 1/1/03; 67 FR 76256)
(C)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다른 고용 기회를 이용할 수 없거나 달리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F-1 학생은 교외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상황에는 재정 지원의 상실 또는 학교의 잘못 없이 캠퍼스 내 고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일부, 통화 또는 환율의 상당한 변동, 과도한
등록금 및/또는 생활비 인상, 학생 재정 상태의 예상치 못한 변화
지원, 의료비 또는 기타 상당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의 출처.
(D)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외 취업 허가 절차. NS
학생은 교외 취업을 위해 PDSO에 추천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PDSO
SEVIS 학교가 아닌 학교는 I-538 양식, 지정 학교 인증에 이러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SEVIS 학교의 PDSO는 SEVIS에서 이러한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PDSO는
다음을 증명하여 학생에게 1년 간격으로 캠퍼스 밖 작업을 추천합니다.
(f)(9)(ii)(D) 단락; 67 FR 76256)
(1) 학생은 한 학년도 동안 F-1 상태에 있었습니다.
(2) 학생은 학생으로서 양호한 상태이며 다음에 정의된 대로 전체 학습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의 단락 (f)(6);
(3) 학생은 취업 수락이 취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전체 학습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그리고
(4) 학생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단락에 따라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f)(9)(ii)(C) 이 섹션의 (f)(9)(i)
이 섹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결과적으로 발생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E) 예약됨. (제거 및 예약 유효 1/1/03; 67 FR 76256)
(F)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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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업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8 CFR 103.7(b)(1)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와 함께 I-765 양식에 따라 서비스 센터에 승인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비 SEVIS 학교의 지원자는
I-20 양식, I-538 양식 및 진술서와 같은 기타 지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학생이 취업을 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f)(9)(i)항에 따른 고용의 승인 및 불가능 또는 불충분
이 구역. SEVIS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SEVIS Form I-20을 다음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DSO의 의견 및 인증을 보여주는 고용 페이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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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ii)(F)(1)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됨. 67 FR 76256)
(2) 공단은 근로허가 신청에 대하여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판정한다.
Form I-20 ID, Form I-538 및 Form I-765에 근거한 경제적 어려움 및 추가
지원 자료. 고용이 승인되면 심사관은 EAD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디렉터는 결정을 학생에게 통지하고,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이유 또는 이유. 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에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에 따른 고용 허가. 고용 허가는 다음에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현재 학습 과정의 예상 완료 날짜까지 1년 간격.
학생은 학생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교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EAD는 그러한 취지로 승인되었습니다. 서비스는 교외 고용 허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지위와 좋은 학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고용 허가
학생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회 보장 번호
"사회 보장"이란 무엇입니까?
사회 보장은 미국에서 관리하는 퇴직 및 의료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고용주와 직원의 의무적인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제적인
F-1 또는 J-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사회 보장 번호(SS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록 시 귀하의 사회 보장 번호를 묻고
등록 사무소, 은행 등 개혁 대학 직원이 그 번호를 요청할 때,
학생 ID 번호를 알려주세요. 은행에서 누군가 SSN을 요청하면 귀하가
유학생이고 귀하는 없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지만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TM,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 유학생을 위한 사회 보장 번호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ssa.gov/pubs/10181.html 에서 직접
친구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회 보장 카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캠퍼스 안팎에서 일하도록 승인된 F-1 학생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참고: 고용주는 귀하에게 사회 보장 제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사회 보장 카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여권, I-20, I-94, 고용을 약속하는 고용주의 서신,
국제 학생 서비스 센터, PDSO에서 보낸 편지.
사회 보장 카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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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지역에는 많은 사회 보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매우 바쁘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찍 도착하기 위해. 이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는 (800) 772-1213입니다. 너
귀하의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대한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reach.htm
요약하면, 사회 보장 신청 절차를 돕기 위해 다음의 간단한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사회 보장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입학 서비스 또는 http://www.ssa.gov/online/ss-5.pdf
2. 고용주가 서면 고용 제안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3. 국제 학생 서비스 사무실에서 사회 보장 서신을 요청하십시오.
4. 위의 두 가지 항목, 여권, I-94 양식 및 I-20(
교내 취업 국제 학생 고문) 사회 보장
직접 관리 사무실. (메일하지 마세요)
5. 고용과 같은 법적 고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승인 문서, 고용주의 서신, 급여 명세서 또는
캠퍼스 취업 제안서.

추가 정보
유학생 건강 보험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리폼드 대학교에는 학생 건강 클리닉이 없습니다. 모든 F-1이
학생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국에서 운전하기
미국에서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없이 운전
유효한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모두 법률 위반입니다. 당신의
국제 운전 면허증은 미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현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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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절차는 본국의 절차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운전 교육 과정 또는 안전 운전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미국. 조지아주 운전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조지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필기 시험과 운전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 운전 면허증 정보, 운전 면허증 위치
운전 면허증 매뉴얼이나 수수료 정보를 보려면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dds.ga.gov/. 운전 기사에게 다음 항목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때 면허 사무소:
• 여권
• I-20
• I-90
•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두 가지 형식의 법적 문서(예: 은행
명세서 또는 전기 요금).
• 사회 보장 카드 – 또는 – 사회 보장국의 거부 편지. 만약 너라면
사회 보장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을 위해. 사회 보장국이 귀하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 거부 편지를 받으십시오. 이것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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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가에서 이미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 운전 면허증!
이 옵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일반 경찰관은 이 특정 법률 조항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조지아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자동차 보험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 요약.
요컨대, 유효한 한 조지아 운전 면허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운전 면허증이 있고, Reformed University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학기 등록금.
조지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야 할 일.
당신이 당신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류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가 아닌 경우 운전할 때마다 차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
• 귀하의 개혁 대학 학생 ID 카드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증명서,
•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래 회색 상자의 출력물
법.
특정 법률은 조지아주 공식법전 Title 40의 147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OCGA): http://www.legis.state.ga.us/legis/GaCode/Title40.pdf . 당신은 여전히 공식 국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 서비스 부서에서 조지아 ID 카드. State ID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아파트 임대 등
http://www.dds.ga.gov/drivers/DLdata.aspx?con=1747740603&ty=dl 40-5-21(b)
OCGA 코드 섹션 40-5-20 또는 이 코드의 하위 섹션 (a)의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에서, 이 주의 학교에 재학 중인 이 주의 비거주자는 면제됩니다.
다음 경우에만 이 장의 운전 면허증 요구 사항:
1. 만 16세 이상이고 유효한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자신의 모국 또는 국가에서 그에게 발급됨; 단,
법률 문제로 조지아 운전 면허증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주 면허에 부여되는 특권; 그리고
2. 현재 이 주의 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기간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조지아의 비거주자에게 학교에서 부과하는 등록금이며,
현재 등록 기간 동안 해당 학비를 지불했다는 증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주의할 점...
운전하는 동안 모든 교통 법규, 속도 제한 및 게시된 표지판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면
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 경찰관은 다음 시간에 차를 세워야 한다고 표시합니다.
사이렌을 켜고 자동차의 파란색 표시등을 깜박입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즉시 차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의 측면 또는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나가지마
너의 차. 경찰관이 접근하면 주차하고 창문을 내리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왜 끌려갔는지 화가 나거나 의아해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자동차 보험 증빙 서류,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경찰관은 글러브 컴파트먼트에 손을 넣기 전에 이러한 항목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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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나 지갑을 찾으십시오. 인용문(티켓)이 발급되면 아마도
벌금에 처해지고 교통 법원에 출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출두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경고.

사고
다른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 연루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하여
귀하 또는 다른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과의 대결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경찰이 경찰이 될 때까지 운전자와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착.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보험료 인상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요구 사항. 특정 회사의 사고 보고를 숙지하십시오.
절차.

비상 기상 계획
악천후가 귀넷 카운티 정규 수업 일정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때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학생이며
직원 안전. 기관 폐쇄에 대한 최종 결정은 회장이 내립니다. 그는 연락
기존 기상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모니터링하는 전문가와 밤새도록. 결정이 내려진다
오전 5:00 이전에 학교 시스템 폐쇄에 관한 뉴스 미디어에 보냈습니다. 이 정보
보통 오전 6시 15분까지 지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됩니다.

비상 연락처
경우에 따라 학생은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귀하의 F-1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 사태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Reformed University에 알리십시오.
비자 상태 또는 770-232-2717로 학교에 전화하여 International에 음성 메일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학생 서비스 센터. 긴급 상황 및 기타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이나 지원이 있는 경우 로 연락하십시오. F-1 비자를 참조하십시오
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유지 관리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SEVIS 긴급 대피 요령
1.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여권, 비자, SEVIS 발급 I-20 또는 DS 2019, 1-94, 사회 보장 카드, 재정
기록, 비행기 티켓, 수표 및 신용 카드.
2. 귀하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지정된 학교 관계자(P/DSO):
학교 웹사이트나 지정 학교 담당자(P/DSO) 사무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당신이 실향민이 된 경우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3. SEVP 연락처 정보를 가져옵니다.
지정된 학교 담당자(P/DSO)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SEVP에 연락하여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 SEVP에게 SEVIS.source@dhs.gov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무료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전화: (800) 961-5294.
4.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경우:
SEVP 웹사이트 http://www.ice.gov/sevis 를 확인 하거나 (800) 961-5294로 전화하여 새로운
학교가 인증된 학교 목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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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자금 관리
많은 미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외국 학생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생활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십시오.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달러 가치에 익숙해질 때까지 돈을 쓸 때 조심하고
귀하의 필수 생활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개발했습니다.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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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캠퍼스에서
하는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시간당 가치에
$7.25를대해,
받습니다.
지출할아르바이트를
비용을 아는 것도
어떻게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때
수업료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지
한 달. 많은 양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은행에 입금합니다.

경비
등록금 전액을 매 학기 등록 전에 완납해야 합니다. 너
지불을 준비하려면 비즈니스 사무국의 학생 계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너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불은 미국 자금의 은행 환어음(미국 은행에서 인출) 형식이어야 하며,
신용 카드, 또는 Reformed University로 지불할 수 있는 국제 우편환.

미국 통화
미국 동전은 3가지 색상과 7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작은 크기의 동전은
항상 큰 동전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1센트의 가치가 있는 페니 또는 센트는 유일한 구리색 동전입니다.
5센트의 가치가 있는 니켈은 은색이며 페니보다 큽니다.
10센트짜리 다임은 은색이며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25센트 가치가 있는 분기는 은색이며 니켈보다 큽니다.
0.5달러 또는 50센트짜리 조각은 은색이고 4분의 1보다 크지만
일반적인 사용
1달러 또는 황금 달러는 색이 금색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일한 동전입니다.
미국 지폐는 모두 새 20달러와 10달러 지폐를 제외하고는 같은 크기, 같은 색,
색상을 추가한 것입니다. 교단에는 $1, $5, $10, $20, $50, $100 및 그 이상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100달러가 넘는 지폐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유통되지 않습니다.

은행업
은행 서비스에는 풀 서비스 은행, 저축 및 대출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협회 및 신용 조합. 그들의 서비스는 저축 및 수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적격 고객에 대한 계정 및 대출. 이들에 대한 이자율은 다음에서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 조합 및 저축 및 대출이지만 약간만 다릅니다. 은행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금고 및 국제 환전소와 같은
계좌 개설
어떤 종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원하는 은행에 가서 접수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계정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열 수 있는 계정의 종류. 기혼자는 공동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종류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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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여권,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는 조지아 ID, 사회 보장 카드 등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선택할 때 물어봐야 할 사항:
•
•
•
•
•
•

이자율(있는 경우)은 얼마입니까?
내가 유지해야 하는 최소 잔액이 있습니까?
수표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서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수표 반환" 비용은 얼마입니까?
당좌 대월 요금은 무엇입니까?

은행 약관
예금 계좌
저축 예금은 비교적 낮은 이율로 이자를 받습니다. 당신은 저축에서 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ATM(Automatic Teller Machine)을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자동 입출금기(ATM)
ATM은 은행 고객들이 예금 또는
하루 중 언제든지, 요일에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ATM을 운영하려면 고객이 필요합니다.
특정 플라스틱 카드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개인화된 비밀 번호. 지침
ATM 작동은 기계 자체에 부여됩니다. ATM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뉴 콩코드. 그러나 ATM을 사용하는 경우 계정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속하지 않습니다.
송금환
당좌예금 계좌가 없고 우편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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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환.
은행은
귀하의 저축(또는 기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귀하에게 발행합니다.
종이 형태의
우편환.
여행자 수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여행자 수표가 유용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교체할 수 있으며
지역 은행이나 케임브리지의 AAA 여행사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
여행 준비를 마치면 AAA 여행사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관을 통해.
계정 확인
당좌 예금 계좌를 사용하면 "맞춤형 수표"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항상 현금을 휴대하는 대신 상점, 회사 및 개인. 절대 현금으로 보내시면 안됩니다
메일; 따라서 사람들이 개인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우편으로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거의 모든 은행 고객이 개인화된 수표를 사용합니다. 개인화 된 수표에는 귀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귀하가 인쇄하기로 선택한 주소 또는 기타 정보. 몇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화 된 수표를 제공하므로 주소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표를 인쇄하기 전에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동안 은행에서 임시로
은행 수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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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자금 이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습니다. 시간이다소모적인 과정이며 때때로 어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집에 있는 누군가가 은행에 가서 지불합니다.
당신에게 보낼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은행은 때때로 돈을 받은 후 돈을 보냅니다.
정부 승인을 받고 국제 은행에 송금한 다음 귀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돈을 이체하는 경우 필요하기 2~3주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세금 환급
미국에서 돈을 버는 유학생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벌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면제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거나
환급을 받고 주저하지 말고 국세청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의 기록을 유지
1년 내내 지출을 줄여 보고서 작성이 더 쉬워집니다.
신용 거래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이것은 모든 규모의 학점에 대한 첫 번째 노출입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
가계 소유가 거의 없는 상태로 미국에 도착하면 매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자신을 확장합니다. 연 13~20%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부 계정. 가끔 신용카드가 있으면 유용하지만, 처음 카드를 발급받기는 어렵고,
당신은 채권자의 눈에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 "신용 등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것보다 중고 구매
신문에 광고된 차고 및 마당 판매는 빈번한 이벤트이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고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판매
당신이 떠날 때. 위탁 판매점과 중고 상점에서도 더 저렴한 품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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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F-1 이전에 교외 취업 허가 가능
학생은 학업의 필수적인 부분인 인턴십을 위해 학업 과정을 완료합니다.
학위 프로그램, 연구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거나 권장됩니다.
학업 프로그램의 학생들. 학생은 선택 인턴십 수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CPT 승인을 위한 크레딧.
DHS = 국토안보부. DHS는 미국 국경 및
이민 절차를 관리합니다. DHS 내에 3개의 국이 존재하며 모두 책임을 분담합니다.
이민 기능: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대부분의 신청서와
USCIS에서 수행한 청원 심사.
ICE: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이민 조사를 담당합니다.
구금, 제거, 정보 및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세비스).
CBP: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 항구에서 이민 검사를 담당합니다.
입국, 국경순찰대, 관세청.
DOL = 노동부. DOL은 동상을 해석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 관련. 대학에서 접하는 이민법의 주요 구성 요소 또는
신학교 캠퍼스는 외국인 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DOL은 미국과
열악한 고용 환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DOS = 국무부. DOS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상을 해석하고 관리합니다. 도스도
학업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OS 내에서는 United States Educational
문화부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J-1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DSO/PDSO = 지정 학교 공무원(DSO) 및 초등학교 지정 학교 공무원(PDSO)
F-1 학생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책임. 이 공무원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합니다.
(I-20) 학생을 대신하여 DHS 및 USCIS와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합니다.
EAD = 고용 허가 문서.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비이민자에게 제공됩니다.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1/F-2 비자 = 입국하는 모든 비이민자는 비자를 받습니다. 60개가 넘습니다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F"범주는 학업 학생을 구별합니다. F-2
F-1 학생의 배우자 및/또는 피부양자를 구분합니다.
Form I-20 = 학교에서 SEVIS를 통해 발급한 이민 서류입니다.
F-1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해외 미국 영사관; 또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F-1 신분의 학생은 미국 입국 시 DSO와 함께 유효한 I-20을 소지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유효한 비자 외에 12개월 미만의 승인
미국 재입국 용이
I-94 = 비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주는 작은 녹색 또는 흰색 카드. NS
I-94 카드는 비이민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증거입니다. 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비이민자가 그 특정 여행을 위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날짜. 바로 이 날짜--그리고
비자 만료일이 아니라 비이민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주. 비이민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할 때마다 날짜가 새로운 I-94 카드가 발급됩니다.
미국.
I-901 수수료 = 비자를 받는 학생들이 국토안보부에 지불하는 수수료
처음으로. 이 수수료는 초기 I-20 또는 DS-2019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2004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시작합니다. 이 수수료는 미국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행한 것입니다.
학생 및 교환 정보 시스템(SEVIS)의 관리 및 유지 관리 비용.
비자를 갱신하는 학생 및 학생의 피부양자는 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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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 = 이것은 종종 "비자"와 혼동됩니다. 이민 신분은 다음에서 결정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미국에 입국한 시간이며 I-94 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권에 많은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지만 미국에 입국하면 이민 검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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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카드에 스탬프가 찍힌 하나의 이민 신분에만 해당됩니다.
법적 지위 유지 = 해당 특정 관련 규칙 및 규정 준수
비이민 비자 분류.
비이민자 =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포기할 의사가 없는 사람
외국 거주.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F-1 학생에게 승인된 교외 취업 허가
최대 12개월 동안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F-1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USCIS를 통해 일을 하려면 유효한 EAD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Port of Entry = POE는 미국에 입국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포트가 위치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전역.
SEVIS = 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입니다.
비이민 학생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F-2). 세비스
학교 및 프로그램 후원자가 다음을 통해 전자 정보 및 이벤트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인터넷, ICE 및 DOS. 시스템은
입국항(POE) 입학,
주소, 학습 프로그램 변경 및 기타 세부 사항. SEVIS는 또한 시스템 경고, 이벤트
최종 사용자 학교, 프로그램 및 이민 관련 분야에 대한 알림 및 기본 보고서
진력.
학생 =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을 위한 비이민 입학 등급
학업(대학, 신학교,
대학, 음악원, 학술 고등학교, 초등학교, 기타 기관 또는 언어
훈련 프로그램) 또는 직업 또는 기타 인정된 비학문 기관.
USCIS =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는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귀화국(INS)에서 제공합니다. USCIS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귀화심판기능 관리 및 설치
이민국의 정책 및 우선순위.
VISA = 비자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발급합니다.
비자의 유일한 목적은 입국항에서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자
그 자체는 귀하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만료될 수 있지만 귀하의 미국 체류 허가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각 비자 유형의 유효 기간은 모국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및 미국 정부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학업 프로그램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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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F-1 학생으로서의 나의 책임
• 매 학기 풀타임 등록
• 학위 프로그램 완료를 위한 정상적인 진행
• 현재 여권 유지(최소 7개월 이상 유효)
• 유예 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전체 과정 부하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ISSC의 승인을 요청하십시오.
• 모든 주소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ISSC에 보고
• 이름, 피부양자 및 신분의 모든 변경 사항은 발생 즉시 ISSC에 보고합니다.
• 적시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합니다.
• 여행 전 여행 서명 요청
• 문서가 만료되기 전에 I-20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 ISSC에 여권 연장 및 비자 갱신에 관한 업데이트 사본을 제공합니다.
• 국제 학생 서비스 핸드북에 제공된 이민 규칙을 숙지하십시오.
• 나의 1-20 완료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내 I-20은 내가 내 체류 기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학위 프로그램
• 교육 기관을 변경하려면 공식 편입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적절한 승인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 ISSC와 대학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Reformed University 웹메일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F-1 상태에 대한 나의 제한 사항:
• ISSC 또는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교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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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것
•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과소 등록하거나 전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학업 프로그램 및 ISSC의 승인
• 만료된 I-20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F-1 상태에서 나의 혜택:
• 매 학기 풀타임 등록
• USCIS의 승인 없이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PDSO/DSO의 허가를 받아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학위 수준당 12개월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한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유효기간 없음
SEVIS는 약관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ZERO인 융통성 없는 시스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학생 신분. 질문이 있는 경우 ISSC 사무소에서만 정보를 찾으십시오.
귀하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이민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보를 유지하고 제 시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규정
F-1 학생과 관련된 내용은 8 CFR 214.2(f)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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