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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P.O. Box 43430, Olympia, WA 98504-3430 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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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및 소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훈련되는 기회를 위해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를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본교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안내서로, 수강등록, 출석, 온라인 수업, 학자금 지원, 성적, 도서관,
학내 시설 사용, 장소 안내,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학교의 행정 및 교육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이 책자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크리스찬의 품행에 대한 기대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들은 우리의 구세주를 나타내는
영적 기준이기도 하므로 모든 학생들이 본 책자를 읽고 또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읽고, 학사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하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궁금한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학교로
문의해 주면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ohn Wheeler
Dean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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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학사 정책 및 절차
9.1. 안내서의 목적
이 안내서는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정책과 절차뿐 아니라 학문적 이념과 조직, 학업에 관한 정책과
절차, 학생의 기준과 의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 안내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학생의 의무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및 절차가 추가될 때마다 수시로 그 내용이 안내서에 첨부될 것이고, 모든 학생들은
안내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소개
본 안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학생 여러분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한 연구 프로램에 대한 정보 (학과정에 대한 학사자료 참조) 를 제외한 학사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안내서에 언급된 해당 사무실과
부서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2.1. 연혁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Lutherans Alert-National 에 의해 the Publication of Lutherans Alert
Magazine 을 포함한 그들의 다양한 계획 중 하나로 Faith Evangelical Lutheran Seminary 로 설립되었습니다.
1965 년에 아이오와 주의 Cedar Rapids 에서 설립된 Lutherans Alert-National 은 기독교 신학 중 성경의
무오성을 공격하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1968 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연례총회에서 루터란 교단의 신학생들을 역사적, 성서적 신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신학교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워싱턴 주 시애틀의 Rev. Dr. Carl

Pederson 이 이끄는 신학교 위원회는 보수적인 관점이 교단 신학교 캠퍼스의 주요 항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LC 신학교들의 신학분과의 의장직을 부여받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학원 교수 임명의 방법이 될 수 없다하여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원 위원회에게는 보수적이며 복음주의 루터란 입장을 유지하는 신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추천은 운영 위원회와 Lutherans Alert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승인 되었으며, 헌법은 몇 가지 세부 사항에서 성경무오성에 대한 루터란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Rev. Dr. R. H. Redal 은 총장이 되었으며, 첫 번째 수업은 1969 년 9 월 23 일, 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열렸습니다.
2005 년에 학교 이름은 학교의 초교파적인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Faith Evangelical Seminary 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 년, Dr. Michael J. Adams 는 두 번째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0 년에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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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 명칭에 ‘College’가 추가 되었습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미국 전역과 전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1,500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9.2.2. 정의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루터란 전통과 함께 학생들이 속한 복음주의 교단이나 교회의 권리를

존중하는 초교파, 비영리, 종교적 교육기관입니다.

9.2.3. 사명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교육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여 전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므로써 그들 크리스찬 믿음을 강건히 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추구되며, 역사적 교의와 전통적인 기독교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선포된 교리 혹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회와 열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영적으로 준비된 학생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육함으로
교회와 사회에 헌신할 인재들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크리스천 가치 모델로서 믿음, 겸손,
봉사를 통해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주님 뜻대로’ 살도록 좋은 교육, 연구 그리고 저술을
접하도록 합니다. 학부나 대학과정의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사진과 각종 시청각 설비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는 직업면에서도 교회내의 목회 다양성을 충족하는 학위 과정들을 수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말씀
가운데 학생들이 살도록 격려하며 삶 가운데 학문적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본교는 초교파, 비영리, 종교 교육기관으로써 학생들이 복음주의 교단 또는 이와 무관하게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기독교 전통 안에서 복음주의에 입각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열방을 향하여 목회자, 선교사, 교사 그리고 개척자들을 교육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무오한 말씀을 알리고 기독 교리의 올바른 선포를 하도록 합니다.

9.2.4. 목적 및 목표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명시된 목표의 이행과 이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학생 및 졸업생과 교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분명한 목표와 효율성이 있는 지속적인 평가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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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은 성경 번역과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믿음 성장을 찾고, 역사적인 교리와 교회의 신앙고백 안에서
확정된 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교육기관의 도덕성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교육기관으로써 모든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도덕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써의 학문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운영을
올바로 지도하고 이끄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학문적 우수성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문적 우수성과 학술적인 훈련과 연구의 증진을 추구합니다. 학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능력 평가를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학문적 경험과 성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영적 변화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전인격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학업과 함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지속적인 기도, 학교 안에서의 교제, 믿음,
그리고 복음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구체화된 기독교적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선교 봉사 활동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현대 사회에서 파견 사역을 통한 설득력 있는 복음에 관한 대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고,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세계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적인 학문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명은 성경 번역과 해석을 통해 그들의 믿듬의 성장을 찾고, 역사적인 교리와 정통 기독교의 신앙고백
안에서 확정된 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한 교제 안에서 함께 노력하는 교사와 학생의
커뮤티니 개발을 통해 더욱 활성될 것입니다.

9.2.5. 교리
본교는 주된 말씀 교리들이 보수적이며 복음적 사고의 바탕에서 이해되며 요약됩니다. 교리는 교육 차원의
강의와 학과정들의 지침 가운데 있습니다. 교리는 말씀의 권위, 믿음의 최종 권위와 실천, 성경과 신학면에서
불변적 요소로써 모든 이사회, 교직원들 교수진들에게 매년 교리에 동의하도록 요구합니다. 학생들 또한 초기
입학시 교리를 읽은 것에 대한 증명으로 서면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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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경
우리는 완전 영감과 축어적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영감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66 권 전부를 믿고,
그것이 사실과 믿음에 관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원본 문서로 믿음과 행동의 모든 사안에서 유일한 절대
권력임에 복종합니다.

2.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의 고유하며 신성한 본질이라 불리는 진정한 삼위의 하나님이자 영원히 현존하는 실재하여
동일하고 동등한 능력과 영광, 그리고 정확한 신성과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보존자를 믿습니다.

3. 성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의 첫 위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은혜와 순수한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들 창조하고
보호하십니다.

4. 성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이시며, 진정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되기를 멈추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계시하고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함을 이루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재림으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5. 성령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삼위 일체의 세 번째 위이시며, 복음을 통해 인류를 부르시고, 그의
은사를 깨닫게 하며, 온세계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의 진실한 믿음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보존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은사의 현시가 구원의 증거로서 요구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6. 창조물과 인간의 타락
우리는 하나님꼐서 창세기 1 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엿새 동안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죄를 짓고 법과
죽음의 형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뿐 아니라 천사로 알려진 지혜의 영들을
자유의지와 함께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중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에 반대하여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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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반대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류의 적들의 우두머리는 사탄, 루시퍼,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7. 구원
우리는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8. 성례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성례를 교회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9. 영원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의 조건과 징벌 그리고 구원 받은 자들의 구원과 축복이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지옥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며, 천국은 구원 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9.2.6. 교육기관 목표
본교는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의 배움의 결과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교수,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의 대인 관계를 통한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과 연구, 독서, 대화, 그리고 서면 등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 나갈 것을 계획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삶에 지역 교회와 교회의 멘토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육적 차원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성경적 기독교 사역의 이론과 연습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장소, 교재, 환경,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는 다음의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전문사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성경에 기초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교육;

3.

개인적인 삶과 사역에서 학생들을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

4.

학업과 실습을 접목한 기독교 사역의 이해.

사역기술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생 여러분들의 사역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교육, 환경 및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5

1.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역 안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적 원리를 알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경적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생산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훈련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3.

설교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4.

세계에 관한 문제와 문화, 사역,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5.

효과적인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목적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6.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에베소서 4 장 11 절의 명령 성취를
위한 도전을 잘 감당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가르치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7.

도덕적 논쟁과 윤리적 문제에 관해 성경적 관점에서 확신있게 ‘사랑의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8.

포스트 기독교인과 포스트 모던 문화의 세계를 향해 정통 기독교 신학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통합된 성경 지식과 개인의 영적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삶의 성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9.3. 학교 생활

9.3.1. 학생
본교는 학생들이 속한 복음주의 교단이나 교회의 권리를 존중하는 초교파, 비영리, 종교적 교육 기관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학교 내에서 진정한 기독교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교는 복음주의 고등교육의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 학술 커뮤니티입니다. 이 정체성은 성경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기독교 신념의 강화를 추구하며, 전통 기독교의 역사적인 신조와 고백을 표현한 교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한 교제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교사와 학생의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육성됩니다.

9.3.2.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신입생들과 재학생 재교육을 위한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가을학기 시작 전에 본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기호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동안 그룹 및 개별적인 도움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 생활과 학교 내에서의
영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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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캠퍼스 시설 소개, 교수, 행정, 프로그램 및 학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사
상담 및 지원은 학기 등록 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신입생들이 학생 자치회와 같은 학생
활동에 좀 더 친숙해 지도록 재학생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학생들에게는 입학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3.3. 학사 지도
학사 담당자 및 학생 처장은 여러분의 학업 프로그램과 학업 요건에 관한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학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학과 사무실 (내선번호 170) 이나 학무처장 (내선번호 172) 과 상담 약속을 한 후 상담해
주기 바랍니다.

9.4.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 절차를 채택하도록 하는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기록의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교가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 학생의 학업성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사무실에 열람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은 학생에게 학생의 성적자료
열람일시를 학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학생이 성적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정신청을 이유와 상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가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은 학생의 학업 성적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
정보’는 인쇄, 전자, 필름 등에 수록된 학생의 학교 기관에서 발생된 관련자료를 말합니다. 아래 열거된 것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연방 또는 주정부의 보호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학교 기록의 일부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들은,
1.

개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써 임시 대리인을 제외한 타인의 열람이 불가한 것;

2.

해당 법집행인이 정한 자료들;

3.

개인의 고용에 관한 고용 정보; 그리고

4.

더이상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의 자료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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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 제공될 수 있는 조건들
일반적으로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외부 제공할 시, 학생 (또는 학생이 미성년이면 부모) 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FERPA 는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이도 노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미 교육부는 FERPA 요약 규정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학생의 허락없이 학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1.

학교 담당자의 적법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2.

전학하는 타학교 담당자에게;

3.

조사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담당자에게;

4.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해당 기관들에게;

5.

학교에 대한 감사 기관들에게;

6.

인증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에게;

7.

법원 명령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8.

학생의 건강 또는 긴급한 상황대처 담당자들에게;

9.

해당 주정부가 정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청소년 선도 담당자들에게;

10. 디렉토리 정보들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FERPA 에서 정의하는 ‘디렉토리 정보’는 학생의 학사관련 정보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노출되었을 시
해당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재량에 따라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부, 전자메일 주소, 사진, 출생일과 장소, 전공분야, 출석일수, 학년, 재학상태 (예: 학부 또는
석사학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학생이 출석한 교육기관이나 학교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학생의 사회보장번호, 시민권 여부, 성별, 종교,
성적 그리고 학점.

FERPA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은 디렉토리 정보를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시
본교는 학생의 어느 정보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253-752-2020 교환 172 또는

koreaninfo@faithseminary.edu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규정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기독교 지도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 등에 영적 개발을 권장하며, 학생들이 기독교인의의 행실의 준수와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 문화, 법률 등에 관한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들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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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갈 5:22-23).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분별력 있는 기독교인의 신념과 사리판단의 명백한 증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인 성령의 9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갈 5:22-23; 골 3:1214).
학생들은 해당 지역은 물론 주 및 연방 법률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 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책임도 존중해야만 합니다. 법률, 규정, 정책 등을 위반했을
경우 학생들은 최악의 경우 퇴학 등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조치는 학교 교육 목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학내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6. 영적 성장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학생들은 성경을 기초로 한 삶을 영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기적인 교회 출석,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인의 지적,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

학교는 다른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위한 개인의 책임감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추진하고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학교는 학생 커뮤니티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족에 대한 학습 가치를 최대한 중요시할 것을
약속하며, 이 컨텍스트에서 학생의 사회적 능력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학교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커뮤티니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개인은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7. 여론조사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론조사는 학교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사는
학교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며, 학생들이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학생 여론조사 링크는

Populi Dashboard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8.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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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알코올 및 약물 정책
학생과 임직원에 의한 불법 약물과 불법 소지, 사용, 판매 및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특별히 금지되며,
이것은 미국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알코올은 학교내에서 금지되며, 성찬식을 위해 총장 또는
학생처장의 사전 허가를 얻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알코올, 마리화나, 암페타민, 바르비 투르 산염 및 다른 환각
제품의 불법 판매와 소지 및 사용은 캠퍼스 내와 학교가 지원하는 행상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위험정보는

미국

마약단속국

(http://www.justice.gov/dea/druginfo/factsheets.shtml)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CDC (http://www.cdc.gov/alcohol/fact-sheets/alcohol-use.ht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 임직원들은 알코올과 불법약물을 캠퍼스 내는 물론 캠퍼스 밖에서 학교가 주초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1989 년에 재정된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 관한 법률 (Public Law 101226) 에 기초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생에 의한 불법약물과 알코올의 불법소지, 사용 및 판매 및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특별히
금지되며, 이것은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시의 법률을 위한하는 행위입니다. 학교는 마약과 알코올
남용에 관한 모든 지역과 주 그리고 연방 법률을 지지하며, 지방 자치 단체에 고발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 법률 위반에 대해 벌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2. 학생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평가를 받으며, 최소 1 년 이상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처분 및 퇴학 조치 등을 포함한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평가를 받으며,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처분 및 퇴학 조치 등을 포함한 최대 징계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많은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약물 복용의 일반적인 결과는 중독,
망상, 환각, 중독성 정신병, 우울증, 경련, 식욕부진, 간경변, 폐기종, 심장질환, 각종 암 , 공황증, 뇌손상,
골수장애,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 농양, 감염, 다발적 사고, 사망 등이 있습니다.

학교는 약물 남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거나 적절한 의학적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생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평가를 받으며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처분 및
퇴학 조치 등을 포함한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도는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마약 정책 위반에 대한 학교의 징계 처분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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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흡연 정책
학교 건물 안이나 캠퍼스 내에서의 담배 및 다른 흡연제품의 사용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9.8.3.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의 조사
어떤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학교에 보고되면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되고, 모든 관련된 사람의 명성과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할 때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제외한 관련된 사람의 이름, 조사 내용, 조사에 관한 서면 정보 등을 비밀에 부쳐질
것입니다.

9.8.3.1. 조사 및 결과에 대한 타임라인
모든 사건은 먼저 비공식 조사로 진행됩니다. 비공식 조사는 각 사건이 교무처장에게 보고된 10 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상황이 비공식 조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그 학생은 보고하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조사가 시작된 후 3 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전달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이메일을 받은 후 5 일 안에 서명으로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그 후 10 일 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9.8.3.2. 기한
혐의 발생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확인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건이 서면으로 제출된 후 45 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9.8.3.3. 사건 보고
사건을 학교에 접수하는 사람은 교무처장에게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9.8.3.4. 비공식 조사
사건이 서면으로 접수된 후 10 일 안에 교무처장은 접수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식
조사를 개시하던지, 하지 않던지, 사건을 보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보고한 사람은 모든 절차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교무처장이 공식 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보고한 사람은 그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그 보고서는 파기 되었다는 것을 안내 받게 됩니다. 비공식 조사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교무처장과 사건을 보고한 사람 간에 추가 작업 계획에 대한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무처장은 그 계획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결 방법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교무처장 또는 그 사건을 보고한 사람은 공식 조사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접수될 경우, 사건의 보고와 이에 대한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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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공식 조사
사건의 공식 조사가 결정되면, 교무처장은 사건 조사의 기록을 the President’s Cabinet (PC) 에게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학교는 조사나 혹은 필요하다면 소송 과정을 통해 언제라도 외부 중재자나 조사원을 부를
준비를 합니다. 그 조사를 추진할 때 PC 의 위원장은,

1.

불만 접수 15 일 안에 PC 를 소집합니다.

2.

모든 절차의 정보와 결과를 기록할 책임이 있는 Recording Secretary 를 지명합니다.

3.

모든 사실과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주어진 질문,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증인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4.

PC 는 그 사건이 위원회에 문의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것의 결정을 발행하며, 학생 영구
화일에 최종 기록을 게재할 것입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 된 후 PC 는 그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그 학생이 행동 규범을 위반 했을 경우, 위원회는 그 학생의 지속적인 관리와 속죄를 도우며,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갱생 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6.

필요할 경우 교무처장은 그 사건의 법적 조치에 대해 당국에 보고할 것입니다.

9.8.3.6. 이의 제기 및 중재
특별 조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ard 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이 발행된 지 3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청구나
논쟁이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개정된 워싱턴 주 Chapter 7.04 RCW (이하 ‘Arbitration

Act’) 또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의 다른 형태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 요청할 수 있습니다.
9.8.4. 규정 위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살인, 성폭력 (성추행 포함), 절도, 폭력, 주거침입 강도, 차량절도, 그리고 방화입니다. 그외
경미한 규정 위반자들에게는 서면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9.8.5. 학생의 불만사항
학교는 접수된 당사자가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와 관계 속에서 접수된 일에 대해 공평하게 대우받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불만
비공식 불만 처리의 목표는 불만의 원인인 조건이나 상황에 가장 책임이 있는 직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격려하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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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드러운 대화와 기독교적인 태도로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만약 대화를 통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직원과의 대화가 그 학생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그 학생은 비공식 불만을 지원할
수 있는 교무처장이나 학장과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불만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목적은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당사자들에게
허가하는 것입니다. 학생 처장 또는 The Executive Dean 은 학생의 불만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정식 과정을
거쳐 학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증빙서류 (예: 증인 서류와 해당 서류들) 에 불만을 명확하게 잘 구성하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날짜와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만 접수지는 조사와 해결을 위해 학생 처장에게 보내집니다. 학생 처장은 최초 접수 후 10 일 이내에 면담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학생은 본인의 선택으로 학사 위원회 (학사관련 불만 사항) 를 통하여 불만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교의 불만 처리 방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기관 인가 위원회에
불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으로 불만을 접수하도록 합니다: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
15935 Forest Road

Forest, VA 24551
434-525-9539 전화
424-525-9538 팩스

info@tracs.org
www.tracs.org
학생들은 아래 열거된 주정부 교육담당 또는 주정부 법무장관실을 통하여 불만제기 또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Student Achievement Council
917 Lakeridge Way P.O. Box 43430 Olympia, WA 98504-3430
(360) 753-7800
www.wsac.wa.gov
Attorney General – State of WA
800 5th Ave. Suite 2000
Seattle, WA 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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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753-6200

Consumer line: (800) 551-4636
1-206-464-6684 (out-of-state callers)
1-800-833-6388 (Washington State Relay Service for the hearing impaired)
www.atg.wa.gov
9.8.6. 성희롱 정책
본교의 정책은 1964 년 연방 민권법 Title VII 의 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이 없는 교내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8.6.1. 정의
성희롱은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 성적 접대 요구, 언어나 육체적인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동성이나 이성에 의해
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단순한 눈속임, 즉흥적 언행, 또는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이
만약 적대적이고 불쾌한 학습 환경을 만들 만큼 지속적이고 여러 번 이뤄진다면 이것은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누구라도 공격 행동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강사,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교실이나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면 교무처장과 꼭 상의해 주기 바랍니다.

9.8.6.2. 조사
모든 불만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명성과 인격을 보호하며, 모든 관련된 자료나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에 연관된 개인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조사에 관련된 것들을 제외한 조사 기밀에 관한 서면 정보와 보복과 거짓 고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9.8.7. 캠퍼스 보안/범죄 인식
학생은 교내에서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빌딩 관리자나 교무처에 즉각 보고 해야만 합니다. 연방
규정은 Title IV 학생 재정 지원을 승인하는 모든 학교는 반드시 교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의 수와 주류법
위반, 약물 남용 위반 및 무기 소지로 체포된 수를 수집하고 통계하여 보고하도록 한 1998 년 과학 교육 및
캠퍼스 보안 법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 자동차 도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연간 범죄 보안 보고서를 본교 홈페이지 www.fiu.education 에서, 학내
안전과 범죄 보고서 정보를 www.cleryact.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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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무기와 폭력에 관한 학생 정책
교내에서나 학교 행사장에서의 무기 소지는 서면으로 요청하여 특별히 허가 받은 경우나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서면으로 무기허가를 신청한 학생이 유효한
무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고 교내에서나 학교 행사에 그 무기를 소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경우에만 허가될 것입니다. 무기 소지가 허가된 경우에 교직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될 것입니다. 무기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교로부터
즉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외부에 드러낼 경우 그것이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지의 여부를 떠나 경찰에
통보될 것입니다. 관리자와 지역 경찰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상황을 판단할 것입니다. 위협적인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은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파괴적인 행위나 괴롭힘;

2.

무기나 폭발물 소지 또는 캠퍼스 내에서나 학교 행사에서의 위법 행위;

3.

폭력 또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위협;

4.

다른 학생들이나 관리자나 교직원을 위협하거나 협박.

9.8.9. 차별 금지 정책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권리,
특권,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결혼 여부, 나이,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정책, 입학 정책, 장학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관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적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써 본교는 학생의 도덕적 신념, 윤리, 관행
및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활 기준이나 방식에 교리적인 결정을 내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9.8.10.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지원 서비스 (DSS) 는 이에 관련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학 위원회와 함께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기 전에 적당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DSS (내선 170) 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들을 갖출 수 없습니다:
1.

시설이 신청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2.

시설이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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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학습의 목적을 바꾸는, 즉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당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4.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학교에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진단 내역과 문서화된 장애 내역이 필요합니다 (1990 년 미국
장애인 법과 1973 년 재활법 섹션 504 에 의해 정의됨).

9.8.11.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정책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들 또는 직원들이 감정적 또는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에
대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공중 위생국, 질병통제 예방 센터,
그리고 미국 대학 건강 협회의 지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AIDS 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인 HIV) 에 감염된
학생들 또는 직원들이 학업 환경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의 정책들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어떤 것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학생, 교수 및 직원에게 적용되는 행동 규범을 완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1.

HIV 감염 여부가 학교 입학 신청을 허가하는데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2.

HIV 에 감염된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학교 시설에의 접근을 제한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3.

HIV 에 감염된 학생들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4.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접촉을 통해 AIDS 가 감염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HIV 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은 모든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입학예정자는 물론 재학생, 교직원, 구직자들에 대한 필수 테스트는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테스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테스트에 관한 자료를 문의할 것입니다.

6.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지의 유무에 상관없이 HIV 감염자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개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의 가능성으로 인해 HIV 감염에 관한 기밀 정보는 세심한 주의를 지울여 처리할 것이
요구됩니다.

7.

HIV 에감염된 학생과 직원의 기밀 정보 취급에 관한 지침은 대학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대학
보건 협회의 권장 기준과 관행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만과
진단에 관한 특정 정보 또는 자세한 내용은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교수, 관리자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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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에게라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기록에 관한 내용은 가족 교육 및 1974 년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어떠한 개인, 단체, 기관, 보험회사, 고용주 또는 학교라도 학생이나 직원,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의료 정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학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규정된 HIV 감염에 관해 모든 공중 보건 보고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AIDS 에 관해 느끼는 두려움, 불안, 분노의 결과로 인해 HIV 에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 모든 지나친 일들을 비난하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9.8.12. 따돌림
학생이나 학생들이 소속된 단체는 어떤한 식으로도 다른 학생들 따돌릴 수 없습니다. 따돌림은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불편하게 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괴롭히고 조롱하는 모든 행동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9.8.13. 비상 사태

9.8.13.1. 안내
비상사태 안내는 위험 정도의 결정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전체 이메일로 전송될 것입니다. 본교는 Populi 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허락한 교사, 직원, 학생들에게 문자로 비상상황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과
직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9.8.13.2. 911 에 전화하기
대부분의 비상 사태 발생 시에는 먼저 911 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출입구 주변에 있는 학교
알람 시스템 중 적절한 버튼 (소방서 또는 경찰서) 를 눌러도 됩니다. 화재 버튼은 빨간색이며, 경찰 호출
버튼은 파란색입니다. 또한 응급 의료 서비스는 녹색입니다. 알람 버튼을 누르면, 알람 경보가 건물 내부에
울리고 또 응급 요원도 호출될 것입니다. 구급 상자와 응급 처치법은 정문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9.8.13.3. 지진에 대비한 적십자 지침
1.

흔들림이 시작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숙지한다.

2.

Drop, Cover, and Hold On (엎드리고, 덮고, 잡아라!).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흔들림이
엄출 때까지 실내에 머무르며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바깥으로 나간다.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피하도록 한다. 지진이 발생한 동안은 화재 경보가 울릴 것이다. 야외에 있다면 건물이나 나무,
전선 등과 떨어진 곳을 찾아 땅에 엎드린다. 차 안에 있다면, 천천히 운전하여 위에 설명한 것 같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차에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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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흔들림이 멈춘 후 행동을 확인한다. 다친 곳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부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심각한
부상은 응급 조치한다. 작은 화재를 진화한다. 화재 요인을 제거한다. 만약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가
샌다는 생각이 들면 가스를 잠근다. 주변에 라디오가 있다면 라디오를 켜 방송을 듣고 여진의 발생을
계속 염두에 둔다. 진동을 느낄 때마다 Drop, Cover, Hold On 을 반복한다. 손상 여부를 점검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엔
전화를 사용한다.

9.8.13.4. 화재
소방서에 화재를 알리고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안내 데스크 뒤편에 있는 보안 알람 (알람이 울림)
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건물 내 전화를 이용해 911 에 전화하십시오. 이때 화재 발생을 알리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주소는 3504 North Pearl Street, Tacoma, Washington 98407 이며,
전화번호는 (253) 752-2020 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소화기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긴급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건물 안의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 하십시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3 가지 기본 방법은 (1) 연소 물질을 치우고, (2) 공기를
차단하고 (덮어서 끄고), (3) 물 또는 소화기를 사용해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전기 화재 시 절대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학 성분이 함유된 소화기만 사용합니다 (Class C Fire Type Fire Extinguishers). 소화기의 종류는
소화기 전면에 나와 있는 알파벳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타입은 일반적인 종이, 나무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연물에 의한 화재 진압 시 사용하며; B 타입은 연료 용제 등과 같은 액체 가연물에 의한 화재 진압 시
사용하며; C 타입은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용합니다. 소화기의 특정 유형에는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나,

AB, BC, ABC 등과 같이 3 가지 유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소화기는 항상 화재 근원지를
가리켜야 합니다.

9.8.13.5. 경찰
경찰 비상 상황일 경우는 911 에 전화 하십시오. 만약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할 경우,
출입구 근처에 있는 알람 패널 위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알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릴 것입니다.

9.8.13.6. 응급 의료
심장마비, 질식 또는 중상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물 내 전화를 이용해
911 으로 전화한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보와 부상당한 사람의 위치 정보를 말해야 합니다. 학교 주소는

3504 North Pearl Street, Tacoma, Washington 98407 이고, 전화번호는 (253) 752-2020 입니다. 구급
약품이나 구급 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정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생명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교직원이나 교수에게 연락 해 주십시오. 구급 약품이나 구급
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정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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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7.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만약 외부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거나, 통제가 안 되거나, 무기를 소지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1.

혼자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

건물 내 전화를 이용해 911 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이때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주소는 3504 North Pearl Street, Tacoma, Washington 98407 이며,
전화 번호는 (253) 752-2020 입니다.

3.

즉시 교내 직원에게 상황보고를 위해 연락을 취하십시오.

9.8.14. 판매 및 호객 행위
판매에는 상업적, 자선,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의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적 목적에는 학생 벤처,
학생 조직 벤처, 그리고 비학생 벤처 등의 3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8.15. 모금 (자선, 종교, 정치)
학교에서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 종교, 정치적 모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8.16. 학생 벤처/학생 조직 벤처
학생 벤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면으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 운동장에서 물건을 팔고 물건 구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조직
벤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학생 조직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학생 조직은 서면으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 운동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물건 구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
조직이 이 판매의 주 수혜자가 될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9.8.17. 비학생 벤처
비학생 벤처는 학교 직원, 학교 제휴사, 또는 상업적 공급 업체가 물건을 팔거나 물건 구매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교 직원들은 그들의 고용의 목적과 설명에 직접 연관된 물건을 팔거나 구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 공급 업체는 학교 사무실을 통해 서면으로 받은 승인의 범위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구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의도적,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재산이나 개인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9.9. 학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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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학업 태도 및 윤리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좌우명은 Verbum Dei Manet In Aeternum 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여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지식 전파의 기초는 기독교인의 명예와 도덕성이 함께하는 환경입니다. 학교가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학문적 우수성의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정직과
성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생 교육이 개개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학문적 경험 안에서 행동의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문적 정직의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 글,
음악, 예술작품, 데이타, 모델, 또는 그들이 개발한 어떠한 다른 제품이나 학문적 노력 등을 표절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시험 보는 중에 특별히 허가 되지 않은 메모나 다른
불필요한 도구들을 참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일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 시험지의 원본을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나 다름 사람이 다른 학생들보다 부당한 혜택을 얻기 위한 행동을 했을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정책/행동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준수 사항
1.

학생은 수업전 강의실에 출석해야 하며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재실해야 합니다.

2.

학생은 교수나 학생간 의사 소통 시 구두 서면 등에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3.

학생은 강의에 앞서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4.

학생은 학기 동안 꾸준히 학업에 전념해야 합니다.

5.

학생은 등록금, 수수료 그리고 학교 규정에 따른 각종 납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윤리 표준
1.

학생은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생은 시험, 과제물 또는 프로젝트 중 허락 받지 않은 정보교환 등 부정행위를 금합니다.

3.

학생은 정당한 싸이트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글, 책, 인터넷 등 매체에서 도용을 금합니다.

4.

학생은 위조, 왜곡, 타인의 자료나 정보의 표절을 금합니다.

5.

학생은 동일한 과제물 등이 타학교에서 수강시 제출하여 사용된 자료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9.9.2. 표절
표절 (논문, 프로젝트 또는 외부에서 준비하는 과제) 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기존 인쇄물에서의 자료 인용하는 경우 (직접인용의 경우) 에 따옴표나 다른 기존의 표시를 생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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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자료를 본인의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 (간접인용의 경우) 에서 원 자료의 내용을 적절하게
참고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학생의 것의 일부를 가져오거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이 경우는 표절을 허용한 학생과
표절을 행한 학생이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 회원의 누구에게서도 학사 부정에 대해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만약 사건이 교수와 수업 과정에 관련해서 발생했을 경우, 그 사건은 그 교수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 학생은 그 수업을 낙제하거나 그 수업에서 제명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는
반드시 학생 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학생은 교수의 결정에 대해 교무처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무처장은 그 결정에 대해 확인, 조정,
또는 결과를 바꿀 수도 있으며, 최고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교무처장의 결정에 대해 학술 담당 위원회 (The Academic Affairs Committee) 에 항소하여 최종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 공동체의 모든 회원은 이 학술 코드의 추정되는 위반에 대해 교무처장에게 개인적으로나 혹은
서면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교무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불만과 또한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무처장은 적절한 규율을 부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행위를 위해 학교의 학술 담당 위원회에 그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4.

문제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교무처장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무 처장은 일대일 기본으로 양측의 불만을 듣고 처리해야 하며, 적절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시 학사 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문제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9.9.3. 근신 및 퇴학
재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권처럼 볼 수 있으나 반면에 근신, 정학, 퇴학과 같은 경고를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결핍 또는 프로그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근거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고의 초기
공지는 교무처장 또는 담당자에 의해 발행될 것입니다.

1.

모든 학위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생들은 최소 평균학점 (GPA) 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누적 GPA 가 최소 기준 아래로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학사 경고 편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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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가 발행되고, 바로 다음 학기에 누적 GPA 를 올려서 필요한 기준까지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학사 경고를 받은 이후에 최소 GPA 가 기준에 도달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학사 근신에 처해집니다.

3.

만약 해당 학기 말까지 누적 GPA 가 최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생은 연속 두 학기 동안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2 학기가 지난 후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술 담당 위원회에 복학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학이 가능할 경우, 그 학생에게 복학에 관한 편지를 발송합니다. 복학에 관한 편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학 조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 2 학기가 지난 후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술 담당 위원회에 복학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학이 가능할
경우, 학생은 복학에 관한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학에 관한 편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퇴학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최소 누적 GPA 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학사 위원회에 의해 정학
절차 없이 바로 퇴학 조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퇴학은 학교로부터 영구 제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9.9.4. 우대 입학
석사과정: 만약 학생이 기독교 연구와 관련된 분야 (성경, 신학, 교육, 리더십, 철학 역사 등) 에서 최소 60 학점
이상으로 구성된 석사 학위를 이미 취득했고, 그 학위를 본교에서 인정 받은 경우에는 일정 학점을 인정 받아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정도는 학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72 학점의 석사 학위에서는 통상 12-24 학점이며, 136 학점의 목회학 석사 학위의 경우는 통상 2840 학점입니다.
박사 (DSL)과정: 만약 학생이 다수의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면, 80 학점의 DSL 은 1220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입니다. 우대 입학은 D.Min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9.5. 재입학 또는 연장 신청
학생이 학교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받은 후 수업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학을 철회했거나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또는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짜로부터 일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반드시
새로운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다시 입학 사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새로운 입학원서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 학생은 또한 새로운 입학서류들을 접수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전에 합격을 했던 학생이 중퇴를 하거나
제적된 후 다시 복학한다면, 그 학생은 복학 시점에 유효한 카탈로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자동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입학처리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입학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신청서를 신청비와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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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출석
교수진들은 그들의 수업에 대한 수업 출석 정책을 정하고, 그 내용을 강의계획표에 추가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조건을 안내할 것입니다. 과도한 결석은 성적을 감소시키거나 수업에 낙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9.9.6.1. Offline class (resident class) 출석

Offline class 수강생들은 잘 준비된 태도로 매주 강의에 참석해야 하고, 담당 교수과 다른 학우들과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합니다. 응급한 상황으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 교수께 이메일이나
전화로 결석사유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9.9.6.2. 하이브리드와 온라인/원격 강의 출석
하이브리드와 온라인 강의 수강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캔버스 교육 프로그램에 매주
들어가서 학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주에 할당된 학급활동에 참여한 것을 그 주간의 출석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학기에 교수와 학생들간의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주어진 과제물을 캔버스를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캔버스에 실라버스라는 학과요강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본 요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론, 퀴즈, 시험, 연구과제, 읽기 또는 쓰기 과제, 외부활동, 그리고 실습 등 입니다. 캔버스
프로그램은 학생이 방문하고 또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당 얼마 간의
시간을 몇 회 방문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의 수강 과목 철회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 교수과 교무처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합니다.
그런 후 본교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Add/Drop 양식을 통하여 정식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교 교무처에 의해 과목 수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이 과목이 요구하는
수업참여 등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사자료에 명시됨) 에는 학교에 의해
수강의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해당 과목의 학기 초의 첫 2 주 동안 참여하지 않을 시에도 학사규칙에
명시된 대로 수강 철회에 해당됩니다.

9.9.7. 수업 취소 정책
악천후 (주로 빙판이나 폭설) 시 교무처장은 수업을 취소하거나 수업시간을 연기할 것입니다. 수업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안내는 시애틀 또는 타코마 라디오나 TV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특별히 안내 방송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타코마 공립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으면, 본교는 자동으로 수업이 취소됩니다. 타코마 공립학교의 수업 시간이 지연되면 본교 수업은 취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업이 저녁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코마 공립학교의 수업 시간이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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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화번호 (253) 752-2020, 또는 (888) 777-7675 로 전화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날씨는 빨리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학할 경우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학교의 과목 취소
담당 교수의 유고 또는 등록된 학생 수가 부족할 경우에 과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는
충분을 시간을 주어 수강과목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취소된 과목의 수업료를 이미
지불했을 시 학생은 취소날부터 7 일내 환불 받을 수 있거나 다른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기 중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과목에 대한 제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9.9.8. 자퇴
만약 학생이 학교를 자퇴해야 할 경우, 공식적으로 자퇴 의사를 담당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합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 (서면 설명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경우) 를 제외하고 12 개월 동안 최소 3 과목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자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반드시 새로운 입학원서와 원서접수비를 접수하고
재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9.9.9. 학점 시스템
학점 시스템은 학년 평균과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입니다. 각 과정의 총 평점은

the point value of the grade 에 the credit value of the the course 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성적 평가 평균 (GPA)
은 총 평점에서 총 학점을 나누어 계산됩니다.

Score

Grade

Quality Points

Definition

98-100

A+

4.0

우등

94-97

A

4.0

90-93

A-

3.7

87-89

B+

3.3

84-86

B

3.0

좋음

Score

Grade

Quality Points

Definition

77-79

C+

2.3

74-76

C

2.0

70-73

C-

1.7

67-69

D+

1.3

64-66

D

1.0

우수

평균

평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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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D-

0.7

Below 60

F

0.0

낙제

다른 목록
통과

(BA 는 최소 2.0 이상
P
MA 와 M.Div 는 2.5 이상
Doctoral 은 최소 3.0 이상)
R

재수강

CR

취득 학점

AUD

청강

W

수강 취소

WX

행정적 수강 취소

I

미완료

IP

진행중

9.9.10. 풀타임/파트타임
학사과정
학부 과정 풀타임 학생들은 3 학기 동안 학기 당 최소 15 학점 또는 년간 총 45 학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학기
당 10 학점 미만의 경우는 파트타임에 해당합니다.

석사과정
대학원 과정 풀타임 학생들은 3 학기 동안 학기 당 최소 8 학점 또는 년간 총 24 학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학생들은 3 학기 동안 학기 당 4-7 학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9.11. 통과/낙제 학점
통과/낙제로 학점을 받는 것은 어떤 과목에서든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통과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성적을 얻어야 합니다: 2.0 (BA), 2.5 (MA), (M.Div), 3.0 (D.Min). 일반적으로 실습과목이나
인턴쉽 과정은 통과/낙제로 처리됩니다. 통과/낙제 과정은 GPA 에 통계되지 않습니다.
9.9.12. 등록 (한국부에서는 학생 대신에 교무처에서 등록을 일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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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Populi 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 웹사이트, www.fiu.education 에서 Populi
클릭).


등록은 필수이고 등록을 통해 학생들이 학기별로 수강한 과정의 학점을 받고, 정확한 성적이
기록됩니다.



모든 학생들의 등록일은 학사일정을 참조바랍니다.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근거리, 원거리, 혹은 온라인 학생들 모두 수강 신청 및 각 과정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학기 시작 최소 2 주전 근거리, 원거리, 혹은 온라인 학생들은 등록 안내를 받으며, 모든 수업과정은
동일한 학기 마지막까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기간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5 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등록 기간 동안 정식 등록은 학생들의

Populi (the student acess system)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식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 받은 Drop/Add 양식을 사용하여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 준비사항
학생들은 등록을 하기 전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학생들은 신학기 초에 제공된 Degree map 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들을 확인하고, 만약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과로 문의하도록 합니다 (Degree map 에 내용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할 수 있음).

2.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금을 정산하여야 다음 학기의 등록이 가능한데, 미납된
수업료와 수수료 지급 계획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미납금을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급 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의 미납금은 다음 학기 등록
전에 완불되어야 합니다.

3.

다음 학기의 등록을 위해서는 수강신청 확인서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이
접수되면 교무처에서 수강가능한 과목을 Populi 에 올리게 됩니다.

4.

수업료 전액 납부나 분납 중 결정하고 학교에서 고지된 바 데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납부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MasterCard, Visa, or American Express) 를 사용할 경우는 전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9.9.13. 등록 정책
재학생
재학생이란 지난 학기에 동안 등록한 학생을 말합니다. 1 년 이상 휴학 후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정규 입학 신청 절차에 따라 재입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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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신입생이란 입학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입학확정 혹은 조건부 입학의 신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학생들은 등록 전에 반드시 입학위원회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강생/비학위 학생
청강생은 등록 전에 반드시 비학위 입학 신청서를 작성 해야만 합니다. 모든 청강생은 등록 전에 반드시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부터 청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학위 과정 학생은 Populi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Drop/Add 양식 (학교 웹사이트, faithseminary.edu 에서 다운로드) 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강이나 비학위 등록은 단순히 수업에 참여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청강생은 수업을 중단할 수 없으며 수업료 또한 환불도 불가합니다.

학생 등록 책임
학생이 수업을 등록한다는 것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에는 모든 일정들의
마감이나 수업료 환불 등이 포함된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수강을 취소하기 원할 때는
단순히 수업에 불참하거나 교수에게 수업 중단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수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무처에 고지해서 수강취소가 처리되도록 되도록 합니다. Drop/Add 를 접수하고 승인이 나면 수강과목을
취소나 추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강취소/수강추가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학사 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까지 W 로 분류 되지 않도록 수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이나 담당 교수의 승인만 있으면 수업이 시작한 후 둘째 주 후에 수강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학교

웹사이트

(fiu.education) 메뉴 중 Student Life 하단에 있는 수강 Drop/Add

등록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강취소 및 수강추가 일정은 학사 일정이나 분기별 스케줄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취소하였을 때는 Populi 에서 해당 과목의 기록이 삭제됩니다.
2. 만약 학생이 정해진 기한 안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수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자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3. 최종 자퇴일은 본교 웹사이트에서 Academic Calenda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무단결석 또는 담당 교수의 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강취소나 자퇴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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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강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여전히 그 수업의 전체 수업료와 성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수업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F” 학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the Academic Policies section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수강취소/수강추가).

Course Extension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수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완료할 수 없을 때 학생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수업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서는 반드시 현재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비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연장이 승인되면 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로부터 2 주간이
허가되며, 그 기간 안에 미제출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연장 기간 동안 제출된 성적은 감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주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성적이 게시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기 동안 장기투병이나 입원, 군대훈련, 또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응급상황
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학생의 경우, 학기 마지막 날이나 그 전에 반드시 교무직원에게 연락하여 특별
연장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담당 교수와 교무직원이 평가하고 허가합니다.

Late Registration
사전 등록기간 (새학기 시작하기 전 주까지) 을 지나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은 후 반드시

Drop/Add 양식 접수를 학교 웹사이트 (fiu.education 에 접속한 후, “Student Life” 메뉴 하단에 있음) 에서
완료해야만 합니다. 또는 교무처로 연락하여 추가 등록에 대한 의사를 고지하고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등록기간 이후나 수업 첫째 주에 등록 신청을 하면 Late Registration 으로 간주되며, 추가 수수료 $50 이
부과됩니다. 사전에 학교에 미리 고지하고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학기
첫날이나 그 이전에 학비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기 시작 첫째 주 이후의 등록은 교수나
교무직원으로부터 받은 특별 허가 없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9.9.14. 강의 녹화
학생들은 수업 중 녹음이나 녹화를 하기 전에 담당 교수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9.15. 학위취득 시한
학위취득은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6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2 년에서 4 년 내에 완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재입학 시점에서 유효한 모든 과정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 재정 지원이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학위
취득에 따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은 학교 Academic Catalog 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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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180 학점)

BAR, BAE, BAL 은 보통 4 년 과정이며, 4 년 안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1 년씩 연장하여 입학한
날로부터 최대 6 년까지 수업 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6 년
안에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석사과정

MACC, MACE, MATS 는 보통 2 년 과정입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위취득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은 반드시 입학일로부터 5 년 안에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목회학석사 (M.Div) 는 136 학점으로 보통 3-4 년 안에 학위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년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1 년 연장하여 입학한 날로부터 최대 6 년까지 수업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문화교류학박사 (DIS) 는 보통 2-4 년 과정입니다. 4 년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1 년 연장하여 입학한
날로부터 최대 5 년 안에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어느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도 제한 기간 안에 요구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반드시 교무처로 1 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제한이 지난 학생들에게는 the Current Continuation fee 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대 시간 제한까지 그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은 종료될 것입니다.

9.9.16. 성적증명서
성적은 학기가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Populi 의 “Student”에 게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교수는 각
학기가 끝난 후 통상 3 주 안에 Populi 에 성적을 게시해야 하며, 학생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내의

Populi 링크를 클릭하여 학업 성적을 확인하고 비공식 성적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9.9.17. 성적증명서 요청
성적증명서는 Transcript Request 접수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발급 수수료 $10 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성적증명서 발급 시 학생의 계정에는 미납된 것이 남아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교육기관이나 특정기관으로 바로 발송이 되지만, 때로는 교육기관에서
학생이 직접 성적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성적증명서는 밀봉된 봉투 안에
넣어서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봉투가 밀봉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성적증명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9.9.18. 편입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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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입학 과정에서 다른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 싶을 경우, 반드시 이전에 이수했던
대학의 성적증명서나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gram

Credit Hours

BA

135 학점

MA

36 학점

M.Div

88 학점

편입 학점은 정인가 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본교 Academic Catalog 에 안내된 과목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입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될 것입니다. 학사 과정의 경우는 D 나 그 이상의 학점이 인정
가능하고, 석사 과정의 겨우는 C 나 그 이상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편입 학점 정책
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 과정에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학점들은
편입 학점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너무 오래 전에 이수한 학점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교육부나 고등교육 협의회로부터 인가 받지 않은 학교로부터 이수한 학점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학위원회는 제한된 편입 학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정인가 받지 않은 교육기관의 학사 기준과
교육 경쟁력을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입 학점 이의제기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편입 학점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양식에 기입하여 재사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사정이 완료된 결과는 30 일이 내에 본교 이메일을 통하여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이 경우
교무처장은 학생에게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2 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koreaninfo@faithseminary.edu 나 교환 172 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편입 학점의 GPA
편입 학점이 인정되더라도 성적과 GPA 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은 이수학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만,
취득한 성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편입신청자는 이전 교육기관에서 성적과 도덕적인 면에서도 좋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편입 학점의 평가를 위해 교무직원에게 모든 해당
성적증명서와 인정받기 희망하는 과목들의 목록, 그리고 Academic Cataog 사본을 가지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의 학점은 본교의 학제 시간 시스템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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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학점 요청
일반적으로 편입 학점 희망은 입학 시 신청하며, 입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그 내용이 Populi 의
“Student”에 기재됩니다. 입학 후에 어떠한 새 편입 학점이나 추가 편입 학점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새로운 공식 성적증명서나 추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며 요청했을 때만 처리됩니다. 편입 학점과 같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적용 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학점
교육기관들은 보통 편입 학점을 결정하는 정책에 자율적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입학서류 접수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종 편입 학점에 관해 다른 학교의 정책과도 비교해 보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기독교 대학 및 학교 다국적 협회 (TRACS) 의 인증을 받았으며, TRACS 는 미국
교육부와 고등 교육인가 협의회 (CHEA) 의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기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9.9.19. 사역실천 학점
사역실천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개념들을 기독교 환경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목회나 실습을 통해 졸업 후 첫 직업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무직원이나 교무처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9.9.20. 임상 목회 교육 (CPE) 편입 학점
본교는 임상 목회 교육 프로그램 또는 특정 CPE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공인된
임상 목회 교육 센터의 학점을 인정합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승인된 CPE 학점은 학위 프로그램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본교는 석사과정에서는 12 학점까지, 학사과정에서는 30 학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9.9.21. 군목 학교 편입 학점
본교는 군목 학교 졸업자에 한해 이수한 학점 중에서 12 학점을 목회학 석사과정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군목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학하는 동안 사역실천 과목을 통하여 추가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은 Mr. John Wheeler (VA 담당자, 교환 13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9.22. 학과 면제
필수과목의 학과 면제는 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 중에서 신청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수한 학점과 동일한
학점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과 면제를 받기 원하는 학생은 교무처에 성적표와 함께 면제받기 원하는 학과목 목록, 그리고 해당
학과목을 마친 학교의 Academic Catalog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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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학부 포트폴리오 학점

The Council for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 (CAEL) 에 의해 설립된 지침에 따라, 대학은 학사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에 사역한 내역이나 학습 경험에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전 사역 경험에 대해서 최대 20 학점을 인정합니다. 추가로, 대학의 학부
커리큘럼의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최대 20 시간의 학점을 인정합니다.
학점 인정은 반드시 학생의 학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1) 포트폴리오 학점 신청서, (2) 사역 경험 및 학업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 (3) 사역 경험 및 학업에 대한 서류 또는 증거, 포트폴리오 학점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정된 각 시간 학점 당 비용이 부과됩니다.

학업 관계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과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제안한 학점과
학교에서 인정한 학점이 학생의 학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각 인정된 학점 시간 당
수수료는 본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역 포트폴리오 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접수 후,
재검토하여 학점이 확정된 후에 청구됩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본 요건

목회 포트폴리오 크레딧 신청: 본 신청은 포트폴리오의 표지입니다. 학생의 이름, 주소, 학과번호, 제목,
학기학점이 요구됩니다. 맨 아래는 본 포트폴리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본인 서명과 날짜가 포함됩니다.

목회 경험 에세이: 분량은 3-5 페이지 정도의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이 현재 목회 또는 미래의 목회에 도움을
주거나 줄것인가를 요약하는 것으로 제자와 목회를 통하여 습득한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목회 약력: 목회(가능한 초창기부터)에 관한 인생 경험의 시기별 요약. 신청자는 교회와 목회에 관련된 분야의
회의, 학회, 워크숍, 인턴십, 봉사활동, 자격증, 도서 등과 연구/관련 여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신청자는 각 목회 활동에 투입된 시간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자료: 각각의 경험과 수료된 것들은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검증은 수료증, 개인기록물, 시청각자료 그리고
목회자, 교수, 상관들로 부터 받은 서명된 편지들이 해당됩니다.
잘못되거나 거짓된 자료는 접수가 불가하며 포트폴리오가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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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를 제출하기 전, 자료의 복사본을 만들어 자료 유실을 방지합니다. 사정 담당관은 크레딧을 만점
혹은 불허 등과 함께 평가할 것이며, 추가 설명과 함께 약 2 주내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수수료
크레딧이 인정되면 포트폴리오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수수료는 학점표에 크레딧이 기록되기 전 30 일이내로
납부되어야 하며, 포트폴리로가 되돌아오면 학생은 사정관의 지적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나 보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수정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만일 크레딧이 부결되면 다음 순서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정관의 권고사항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드바이저에게 서면으로 사정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평등 또는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교무처장은 학생의 이의제기를 검토한 후, 사정관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토의할 수
있습니다.

4.

교무처장은 이의제기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줍니다.

5.

교무처장의 포트폴리오 결과 양식은 최종 크레딧 학점이 결정되면 학생에게 보내집니다.

9.9.24. 온라인 과목 진행 절차
온라인 수강 학생들은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Window 7/8 또는 MAC OS 10.3 또는 이보다 놓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fiu.education 을 입력하고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교의
온라인 과목 관리 시스템인 CANVAS 의 링크를 통해서 로그인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Populi 에서 확인한
모든 온라인 수강과목들은 CANVAS 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처리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CANVAS 에 접속을 허용하는 링크가 있는
이메일을 전달할 것입니다. CANVAS 는 학생 인터페이스이며 온라인 수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온라인 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관리 시스템인 CANVAS 와 제휴합니다. CANVAS 에 학생 본인의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사용하여 개인 프로파일을 시작하고, 최근에 올려진
안내문을 읽고, 과목들과 관련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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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ith.instructure.com/
만약 로그인 시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손수연 (suson@faithseminay.edu)

9.9.25. 졸업 요건
필수 과목 이수
졸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을 모두 포함한 Degree Map 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Degree Map 은
학위과정을 마치기 까지의 계획서를 말하며 입학 후 제공됩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Degree Map 에 나와있는
졸업에 필요한 과목의 학점 이수와 그 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이 계획서는
학교의 사정에 의해 그 내용의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정한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수강시기 변동도
때로는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언제라도 Degree Map 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무처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최소 GPA 와 다른 의무
대학원 과정의 최소 누적 GPA 는 2.5.이고, 학사 과정은 2.0 입니다. 교수님들의 승인과 함께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졸업신청서를 접수
(졸업비 포함) 하여야 하며, 만약 위에 언급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위원회와 면담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9.9.26. 우등 제도
우등 제도는 학부 과정에만 있습니다.

Name

GPA

Honors (Cum Laude)

3.50-3.69

High Honors (Magna Cum Laude)

3.70-3.89

Highest Honors (Summa Cum Laude)

3.90-4.00

9.9.27. 학점

9.9.27.1.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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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redit Hours

Freshman

0-44

Sophomore

45-89

Junior

90-134

Senior

134+

9.9.27.2. 석사과정

Name

Credit Hours

First Year

0-44

Second Year

45+

9.9.27.3. 목회학석사과정

Name

Credit Hours

First Year

0-44

Second Year

45-89

Third Year

90+

9.9.28. 과목 번호

Level

Couse Number

학사과정

100, 200, 300, 400, 4000

석사과정

500, 5000, 6000, 7000

박사과정

7000 (선택 과정), 8000

9.9.29. 학점 단위
본교는 Quarter 제에 따른 학점계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9.9.30. Quarter 기간
각 학기의 기간은 10 주입니다. 가르치는 형태에 상관 없이 모든 수업 과정은 이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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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학생 정보 변경
학생은 파퓰리에 등재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학교측에 알려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SEVIS 에도 변경 사항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변경 발생
1 주일 안으로 교무처로 반드시 고지합니다.

9.11.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에 대한 정책은 본교 웹사이트에 올려진 Academic Catalog 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정해진 환불 정책에 따라 가능한 환불이 계산될 것이며, 환불 정책에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9.12. 휴학 (Leave of Absence)
학생들은 한 학기 혹은 그 이상 휴학을 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1.

모든 신청은 서면으로 사유와 함께 제출/접수합니다.

2.

휴학 기간은 일년에 최장 180 일 입니다.

3.

모든 휴학 신청은 퇴학이 아닌 임시 휴학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4.

각각의 휴학은 1 회에 1 학기(90 일)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5.

학생은 휴학기간이 끝난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합니다.

6.

학교는 휴학 중인 학생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학자금융자는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7.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기 중간에는 휴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일 학기 도중에 휴학을 원하면,
학생의 등록은 수강취소로 간주됩니다.

8.

학교 방학 중에는 휴학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휴학 중에는 학교 방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휴학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다면 교무처장에게 연락을
취하기 바랍니다.

9.13. 군사 동원
현역 군인으로 소집된 학생들은 병역 기간에 해당되는 학기에 자신의 계정에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독립적인 수업이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 학생이 학기 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학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병역 의무에
관한 소환장을 비즈니스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등록 이후 병역 의무 기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학교는 과제물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14. 학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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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강의실 출입
학생들은 학교 건물의 정문을 이용하거나 강의실 가까운 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합니다. 만약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 등교한 경우에는 정문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직원이나 교수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안내
데스크에 면담 요청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30-오후 5:00 까지 입니다. 수업은 대부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있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그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
도서관 이용 시간은 업무 시간과 동일하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서점 이용 시간
서점 이용 시간은 업무 시간과 동일하여,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학생 라운지
학생 라운지는 모든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교직원의 휴식과 즐거운 모임을 위해 제공되며, 이용 후 반드시
정리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9.15. 의료 보험
학교에 등록한 동안의 의료 보험 가입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입원비나 의료비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16. 유학생 서비스
본교는 유학생을 위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Academic Catalog 를
참조해 주세요.

9.17. 교재
교재 안내각 학기 시작일로 최소 4 주 전에 Populi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 교재는 학교 서점이나 온라인
또는 일반 소매업체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교재는 학교 서점에서 구입 불가능 함). 교재 구매는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교 서점에서는 온라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재를 구비해 놓지는 않습니다.

9.18. 배우자의 수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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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생의 배우자가 공동 학습자와 같은 형태로 강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격려하며 환영합니다. 교수의
승인이 있으면 강의를 등록한 학생의 배우자는 강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습 수업은 등록한 학생에게만
허용됩니다.

9.19. 자녀의 수업참여
본교는 학생의 삶가운데 가족의 만족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가이드는 강의실에 어린 자녀,
비학생을 함께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등록하지 않은 자녀를 의미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의실에 비학생, 어린자녀의 참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땅한 보호자 관찰 아래 실시되는 비학생,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는 학교행사들입니다.

2.

보호자를 동반하는 자녀의 학생 또는 직원가족의 일시적인 방문이 가능합니다.

3.

긴급한 상황에서 교수의 하락하에 다른 대책이 없을 시 단기간 자녀를 강의실에 잠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예외적 환경에서 자녀를 강의실이나 특정 장소에 데려 올 때는 사전에 학생과 교수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a.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자녀로 인한 기물 손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b. 안전은 부모, 교수 그리고 본교 직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최상의 사안입니다. 학교에 자녀를 동반할
시는 본교가 감당할 부분의 책임과 자녀가 교실에서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c. 자녀 동반은 강의실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의 비밀유지 위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d. 자녀 동반으로 수업 진행 방해와 학업 수행 목적에 위배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9.20. 컴퓨터 시설
컴퓨터실은 도서관 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을 위한 복사기, 인쇄기, 그리고 무선 인터넷 등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9.21. 도서관
도서관은 본교 건물 아래 층에 위치해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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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와 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줄 전문 사서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2.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3.

도서대여 기간은 최장 4 주입니다. 가능한 빨리 대여 도서를 반환하기를 바라고, 정기 간행물 및 참고
도서는 도서관 외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4.

본교는 University of Puget Sound 의 Collins Library 와 상호 도서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도난 또는 손상
도서관 물품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은 학교 규정에 위배됩니다. 규정 위반 시 Academic Affairs Committee
를 통한 징계가 뒤따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도서관 이용을 금지당하는 것에서부터 퇴학까지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9.22. Aademic Catalog

Aademic Catalog 는 수강이 가능한 모든 과목에 대한 설명, 수업료, 교과 과정, 시설, 정책 및 재원 지원 등과
같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catalog 는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재학생과 신입생들을 위하여 www.fiu.education 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23. 동문회
동문회는 1,500 명이 넘는 졸업생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본교는 졸업생들과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에게는 학교 발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장의 편지가 자동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9.24. 예배
현재 예배를 위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주관하기 희망할 때는 예배의 일정 및 형식을
제출해서 교무처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교의 예배처는 학생 라운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9.25. 분실물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안내 데스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분실물 접수는 교직원을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90 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교무처장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9.26. 대중 교통
학교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Pierce Transit 에 연락하여 버스 스케줄과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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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e Transit, www.piercetransit.org/pierce-transit-routes/, (253) 581-8000
9.27. 전화 사용
학생들은 중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학교 구내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5 분 이내 통화).

9.28. 재향 군인 혜택
본교에서는 교육 혜택을 원하는 군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로, TA, Chapter 30, Chapter 31, Chapter

33 등등). 따라서 학교에 등록한 자격이 있는 재향 군인들은 교육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원금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능한 혜택에 대해 궁금한 재향 군인이나 사망한 군인의 미망인들과
자녀들은 재향군인 담당 지역 사무소에 서면으로 연락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Federal Building, 915 Secong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74) 하거나 또는 현재 거주하는 주의
재향군인 담당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워싱턴 주 내에 거주하는 재향 군인은 전화 문의도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888) 442-4551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지원자는 VA Certifying Official, 혹은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9.29. 학교 시설 이용

9.29.1. 이용 조건
학교 시설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모든 활동의 경우는 반드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모든 학교 규정, 화재 및 안전에 관한 지역, 주, 연방법, 필요한 보안 관련 법규 준수의 서약,

2.

그 활동과 그 활동을 후원하는 조직의 목적과 규약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3.

만약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후원 조직을 통한 배상이 가능한 지의 유효성,

4.

그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어떤 한 단체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의 보장.

9.29.2. 학생의 책임
목적
외부 단체들이 후원하는 활동은 반드시 학교의 일반적인 사명 및 기능과 연관되어 있고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시설 정리
모든 행사가 끝난 후, 학교 측에서 만족할 만큼 이용 시설의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은 후원자 혹은 후원 단체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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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책임
후원자 또는 후원 단체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중, 혹은 끝난 후라도 파손, 도난, 시설 남용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비용
임대, 서비스,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파손/도난 책임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중, 혹은 끝난 후라도 파손, 도난, 시설 남용에 대한 책임을 후원자 또는
후원 단체에 있습니다.

9.30. 캠퍼스 정책 및 절차

9.30.1. 동물
대부분의 경우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안내견은 장애인을 돕도록 특별하게 훈련된 개들을
의미합니다. 안내견이라도 장애인을 돕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애완견들은 타코마 시의 조례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캠퍼스 출입이 가능합니다.

9.30.2. 자동차, 주차, 교통 규칙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안전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캠퍼스 내에 특정 활동을 금하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였지만, 여전히 주차장에서 스케이트 보드, 롤러브레이드, 자전거 등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항상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낯선 사람을 발견한 경우, 관리자나
교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규칙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1.

주차는 흰색선으로 표시된 주차 공간 안에 하기 바랍니다.

2.

잔디, 인도, 도로, 소방도로 등에는 주차를 금합니다.

3.

학교 내 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주차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4.

캠퍼스 내 제한 속도는 10 마일입니다.

9.30.3. 복장
학생들은 간편하고 편안한 옷을 입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의 학생으로서 전문 사역 또는 평신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건물 안에서는 꼭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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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음식물
주방, 교실, 또는 학생 라운지에서의 음식물 반입은 허용되나, 도서관 내에서는 뚜껑이 덮힌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9.30.5. 개인 재산
학교는 학생과 방문객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자동차나 기타 다른 개인 재산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0.6. 게시물에 관한 정책
학생들에게 허용한 일정한 지역 이외에 포스터나 일체의 게시물을 올리기 원하는 경우에는 후원 조직이나
단체의 이름이 반드시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올리기 이전에 반드시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9.30.7. 학생 재정 계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비스니스 사무실과의 대화 이후에도 학생의 재정 계좌에 관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교무처장에게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비즈니스 사무실의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비즈니스 사무실에 반드시
불만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무처장은 메모를 받은 후 5 일 안에 학생과의 면담이나 전화
상담 스케줄을 잡을 것입니다. 교무처장의 결정은 필요에 의해 총장에 의해 재검토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학생과 비즈니스 사무실과 공유할 것입니다.

9.30.8. 목회자 안수
학교는 안수기관이 아니며, 졸업생들에게 안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안수가 목표인 학생들은
학위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이 속한 교단에서 요구하는 안수 조건과 가능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9.30.9. 학생 상담
졸업생들은 학업과 개인의 삶 안에서 많은 도전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새롭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화는 일정하고 또한 스트레스는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는 이런 많고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된 장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교수들 중 일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전문 치료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외부의
전문서비스를 소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필요하다면 교무처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9.31. Student Handbook/인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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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Student Handbook
이 간행물에 들어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만드는 동안, 학교는 아무런 통보
없이 언제라도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catalog 와 handbook 에 나와 있는 학교 정책과
절차를 잘 따라 줄 것이라는 것이 학교의 바램입니다. 그러한 학생은 그들의 학업을 잘 수행하고,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졸업 요건을 완벽히 이루는 개인의 의무를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문서에도
공지하였던 것과 같이 catalog 나 handbook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 에 나와있는 정책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정책 상 나타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andbook 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3504 north Pearl Street
Tacoma, WA 98407
koreaninfo@faithseminary.edu
9.31.2. 인가
인가 기관 또는 인가 기준과 관련된 특별한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교무처장에게 그 내용을 접수하도록 합니다. 3504 North Pearl Street, Tacoma, WA 98407, 또는 The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 P.O.Box 328, Forest, VA 24551,
전화 (804) 525-9539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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