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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및 소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훈련되는 기회를 위해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를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본교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본교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안내서로, 수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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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애 

한국부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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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tudent Handbook 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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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안내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학생 여러분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학위 프로램들에 대한 정보 (academic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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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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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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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학원 교수 임명의 방법이 될 수 없다하여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교 위원회에게는 보수적이며 복음주의 루터란 입장을 유지하는 신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추천은 운영 위원회와 Lutherans Alert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헌법은 몇 가지 세부 사항에서 성경무오성에 대한 루터란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v. Dr. R. H. Redal 은 총장이 되었으며, 첫 번째 수업은 196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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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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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INTRODUCTION 
학교 정의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루터란 전통과 함께 학생들이 속한 복음주의 교단이나 교회의 권리를 

존중하는 초교파, 비영리, 종교적 교육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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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대한 해석과 조명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강건히 하려는 학생들이나  커뮤니티의 

리더들, 그리고 역사적 교리와 전통적인 기독교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회와 열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영적으로 준비된 학생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육함으로 

교회와 사회에 헌신할 인재들을 찾습니다. 교수진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믿음, 겸손,  봉사와 같은 

기독교인다운 가치를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들은 

‘주를 위하여’ 살며 공부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교회내의 여러 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을 위해 필요한 학위 과정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교는 초교파, 비영리적이며 학생들 각 개인의 교단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기관이지만, 특정 교단이 

기독교 본질에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교는 모든 사람들을 세계적인 기독교 사역을 위한 목회자, 선교사, 교사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로 

교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 신실하고 무오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훈련하고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목적 선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명시된 목표와 본교의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과 졸업생들, 교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명시된 목표의 이행과 이것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목적들은 기독교 

교사들의 community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분석과 조명하는 일에서 믿음의 강화를 찾는 학생들을 

통해서 추구될 것입니다.  

 

1. 교육기관의 도덕성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교육기관의 모든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도덕성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교의 모든 학위 프로그램들과 학사 운영에 지침이 되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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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적 우수성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하고 학술적인 훈련과 연구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목적들과 능력을 평가하고 또 학습 결과의 향상을 위해 평가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중요한 학문적 

목적들과 학생들의 성취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3. 영적 변화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전인격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학업과 함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지속적인 기도, 학우들과의 교제, 믿음과  복음 

선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구체화된 기독교적 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선교 봉사 활동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관한 설득력 있는 대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고,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선교의 대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적인 학문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교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의 교리는 주된 말씀들에 대한 이해의 종합이고, 보수적이며 복음적 사고의 바탕에서 이해되며 

요약됩니다. 이 교리는 모든 교육 중에 포함되고 강의와 학과정 지침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리는 

말씀의 권위,  믿음의 최종 권위와 실천, 그리고 급변하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성경과 신학의 불변적 요소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모든 이사회, 교직원들, 교수진들에게 매년 교리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입학 시 아래의 교리들을 읽은 것에 대한 증명으로 입학원서에 서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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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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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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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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창세기 1 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엿새 동안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죄를 짓고 법과 

죽음의 형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뿐 아니라 천사로 알려진 지혜의 영들을 

자유의지와 함께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중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에 반대하여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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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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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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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교과 과정은 물론 교육의 결과에 아래와 같은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으며, 강의와 연구,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모든 학급 활동들을 통해서 이뤄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삶에 지역 

교회와  교회의 멘토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육적 차원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생들이 신학과 성경적 기독교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할 

프로그램들과 환경들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래의 것들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고안 된 교육 프로그램들;  

2. 성경에 기초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교육; 

3. 개인적인 삶과 사역에서 학생들을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 

4. 학업과 실습을 접목한 기독교 사역의 이해 

 

사역 기술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생 여러분들의 사역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교육, 환경 및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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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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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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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LIFE 
학생 

본교는 학생들이 속한 복음주의적인 교단이나 총회의 권리를 존중하는 초교파, 비영리, 종교적 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는 민족 문화와 교단적인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교는 복음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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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입학하는 첫 학기에, 전교생을 위한 재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은 매 

가을학기 시작할 즈음에 CANVAS 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 

생활 내용과 학교 내에서의 영적인 삶을 소개하고, 캠퍼스 시설 소개, 교수, 행정, 프로그램 및 학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사 상담 및 지원은 학기 등록 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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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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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EDUCATIONAL RIGHTS & 

PRIVACY ACT 

가정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FERPA) 은 학생들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된 연방법입니다. FERPA 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록의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은 학교 

사무실에 열람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은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 자료 열람 일시를 

학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성적 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정정 신청. 학생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정정 신청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학생은 정정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일 학교가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 기록을 공개할 때는 통상적으로 학생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FERPA 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 교육부는  

FERPA 요약 규정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학생의 허락 없이 학생의 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학교 담당자들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적절한 판단; 

2. 전학하는 타학교 담당자들; 

3. 감사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담당자들; 

4. 학생의 재정적 지원 기관들; 

5. 학교를 위한 특별한 연구 기관들;  

6. 정인가 기관들; 

7. 법원 명령 또는 법적인 소환에 필요한 경우; 

8. 학생의 건강 또는 긴급한 상황 대처 담당자들; 

9. 해당 주정부가 정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청소년 선도 담당자들; 

10. 디렉토리 정보 

FERPA 에서 정의하는 ‘디렉토리 정보’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생일, 출생지, 전공, 

출석일들, 학년, 재학 상태 (예로, 학사와 석사의 구분, 또는 part-time 과 full-time 구분), 가장 최근에 출석하고 

있는 교육기관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학생의 사회보장번호 (SSN), 시민권 여부, 성별, 종교, 성적, 

그리고 학점. 

참고: FERPA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은 디렉토리 정보를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매년 학교에 서명이 포함된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opting out”). 만일 학생이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본교는 학생의 

어느 정보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253-752-2020 교환 172 또는 

koreaninfo@faithiu.edu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FERPA 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ed.gov 에서 얻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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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CAL CODE OF CONDUCT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도덕적이고 완전한 성경적 가치를 따르려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기독교인다운 예절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결한 태도와 행동 윤리를 함양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피할 것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은 본교에서 규정한 규칙, 행동 강령, 정책들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은 물론 주 및 연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교는 

성경적 행동 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의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믿음,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신실, 온화, 자제’ 그리고 ‘열정, 친절, 겸손, 

용서’를 실천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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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갈 5:22-23).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분별력 있는 기독교인의 신념과 사리 판단의 명백한 증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SPIRITU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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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교는 지적,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면에서 개인의 전인격적인 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 학교는 학우들, 학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3. 학교는 학생 커뮤니티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족에 대한 학습 가치를 최대한 중요시 할 것을 약속하며, 

이 면에서 학생의 사회적 능력과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4. 학교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커뮤티니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URVEY REQUIREMENTS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론 

조사는 학교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사는 

학교가 평가하고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며, 학생들이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학생 여론조사 참여 

방법은 Populi Dashboar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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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 ALCOHOL POLICY 
학생과 임직원에 의한 불법 약물의 불법 소지, 사용, 판매 및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특별히 금지되며, 

이것은 미국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알코올은 학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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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약물을 캠퍼스 내는 물론 캠퍼스 밖에서 학교가 주최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1989 년에 재정된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 관한 법률 (Public Law 101-

226) 에 기초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생의 불법 소지, 사용, 판매 및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며, 이것은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시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는 마약과 알코올 남용에 관한 모든 지역과 주, 그리고 

연방 법률을 지지하며, 상황 발생 시 지방 자치 단체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 법률 위반에 대해 

벌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2. 학생이 교내나 교내 밖에서 약물과 관련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평가를 받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학의 조건으로 정학 기간 동안에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될 

것입니다. 정학 기간 동안에 동일한 약물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연이어 발생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내나 교내 밖에서 약물과 알코올의 불법 소지, 사용, 판매 및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여 구속된 학생은 법정의 

결정 내용이 모두 집행될 때까지 ‘학사 경고’에 처해집니다. 법정의 유죄 결정이 내려지면  FIU는 위의 모든 

규칙들을 준수할 것입니다.  

 

약물 복용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많은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약물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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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요청에 따라 약물과 알코올 중독 학생과 직원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Amendment 는 ‘지역과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한 약물과 알코올의 불법 소유와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서’가 지원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교는 RCW 69.50 st seq. 와 RCW 69.51A st seq. 가 현재 주법인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의료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기준들을 어기는 학생은 약물 중독의 치료 또는 평가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퇴학 

조치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예방과 치료에 있습니다. 학교의 약물과 알코올 정책의 

위반자는 학사위원회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지역 전문 기관에 의뢰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justice.gov/dea/druginfo/factsheets.shtml
http://www.cdc.gov/alcohol/fact-sheets/alcohol-u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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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학교 교내의 모든 곳에서 담배 및 다른 흡연제품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약물에 대한 내성은 개인차가 

많습니다.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은 중독과 심각한 건강 문제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약물 (처방약 또는 시중 판매약 포함) 도 불법 약물들과 같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들에는 심장병, 우울증, 또는 행동의 변화들과 같은 여러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건강 위험 요인에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U.S. Drug Enforcement Agency 와 Center for Disease Control 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U.S. Drug Enforcement Agency:  http://www.justice.gov/dea/druginfo/factsheets.shtml 

Center for Disease Control:   http://www.cdc.gov/alcohol/fact-sheets/alcohol-use.htm 

 

치료와 회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속적인 약물 남용에 대한 위험 요인 중 하나는 중독입니다. 약물 남용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되기를 적극 권합니다. 약물 남용에 대한 도움 신청은 Washington 

Recovery Helpline (866-789-1511) 로 접수하도록 합니다. Washington Recovery Helpline 

(http://www.warecoveryhelpline.org/) 웹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들과 링크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the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온라인에서 “Certified 

Chemical Dependency Service in Washington State”로 조회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물 남용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들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 and Drug  

Dependence Hopeline (NCADD) 

Telephone: 1-800-NCA-CALL (622-2255) 

Website: www.ncadd.org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Telephone: 1-800-622-HELP (4357) 

Website: www.samhsa.gov 

Treatment Finder: www.findtreatment.samhsa.gov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Telephone: 1-800-622-HELP (4357) 

Website: www.niaaa.nih.gov 

Treatment Finder: www.niaaa/nih/gov/alcohol-health/support-treatment 

http://www.justice.gov/dea/druginfo/factsheets.shtml
http://www.cdc.gov/alcohol/fact-sheets/alcohol-use.htm
http://www.ncadd.org/
http://www.samhsa.gov/
http://www.findtreatment.samhsa.gov/
http://www.niaaa.nih.gov/
http://www.niaaa/nih/gov/alcohol-health/suppor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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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Telephone: 1-800-662-HELP (4357) 

Website: www.drugabuse.gov 

Alcoholics Anonumous (AA) 

Website: www.aa.org 

To find an AA community near you: www.aa.org/pages/en_US/find-aa-resources 

Al-Anon/Alateen 

Telephone: 1-800-4AL-ANON (425-2666) 

Website: www.al-anon.alateen.org 

Cocaine Anonymous 

Telephone: 1-800-347-8998 

Website: www.ca.org 

 

교내 약물 남용 퇴치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FIU) 는 교내에서의 약물 남용 퇴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인 본교는 교수,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약물과 알코올 남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과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89 의 요구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약물 남용 퇴치 각성 프로그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 남용 퇴치 각성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을 본교 catalog 나 안내지를 통해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물 남용 퇴치를 표방하는 본교의 정책; 

• 활용 가능한 약물 중독 상담, 재활치료에 관한 정보; 

• 교내에서 발생하는 약물 남용의 학생에게 가해지는 처벌들 

 

비처방약과 불법 약물의 소유와 판매 또는 사용 

마리화나, 마약, 환각제, 주법과 연방법으로 금하고 있는 약물 소비에 사용되는 장비들 등의 불법 소유, 운반, 

거래, 제작에 관련된 학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주법과 연방법으로 금하고 있는 불법 

약물 남용 학생들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불법 약물 남용과 관련한 

주법과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비처방약과 불법 약물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행동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강의실이나 차안 검색, 개를 통한 마약 탐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강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Drug Screening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drugabuse.gov/
http://www.aa.org/
http://www.aa.org/pages/en_US/find-aa-resources
http://www.al-anon.alateen.org/
http://www.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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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는 교내와 본교의 모든 행사에서 불법 약물과 알코올의 사용, 판매, 소유, 또는 보급에 있어 “Zero 

Tolerance”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 위반의 학생이나 행동 강령 위반의 교수와 교직원들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처벌은 심각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본교로부터의 퇴교까지도 포함됩니다. 만약 교내 안에서 또는 

본교와 관련한 활동 중에 약물과 알코올 관련 법규정을 어겨서 구속되는 경우, 학교는 주와 연방의 

법집행기관에 전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본교는 연방의 Drug-Free Workplace and F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의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과 알코올 남용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총 자살자의 65% 

• 총 익사자의 70% 

• 총 화재로 인한 사망의 83% 

• 총 교통 사고 사망자의 50% 

• 총 살인자의 70% 

 

일반적인 불법 약물의 정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코올은 신체에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정신적으로도 중독되는 약물입니다. 알코올은 모든 

신경에 작용하는 중추신경계통의 진정제입니다. 가볍게는 사람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심하게는 생명 유지 기관의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의식불명이나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위장에 자극제가 되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같은 과민성을 동반합니다. 이와 더불어 알코올 사용과 관련한 

덜 분명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예로, 수면과 알코올의 관계는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 잔의 

알코올 섭취는 REM (급속 안구 운동 수면) 이나 수면 중 꿈꾸는 양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REM 의 

부족은 집중과 기억력의 손상, 불안, 피곤, 과민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알코올이 두려움을 줄여주고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한 억제와 판단력의 저하가 

심각한 사고와 알코올 남용과 관련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알코올 남용이 

계속되면 위장이 심하게 상하게 되여 위염, 위궤양, 출혈과 같은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고, 췌장의 손상도 

생깁니다. 흥미롭게도 성인 중 10%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이 10%의 중독자들이 연중 심각한 수술 환자들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미국 내의 사망요인 중 3 번째에 해당하고, 암이나 심장병 발생 

요인으로는 2 번째에 해당합니다.  

 

마리화나 (대마초, NICOTINA GLAUCA) 는 기억력, 인지력, 판단력, Hand-Eye Coordination Skill 들에 

손상을 주는 불법약물입니다. 대마초의 타르 성분은 담배흡연자들에게 발병하는 폐암, 만성 기관지염, 또는 

다른 페질환들의 위험보다 50% 더 높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만성적 흡연자에게 학습능력과 장기계획 

실행 능력, 집중력, 효율성, 동기 부여, 활력 등의 저하 증상들을 보이는 Amotivational syndrome 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진단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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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은 환각 유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되는 제조된 마약류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투여 후 1 시간  이내로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복용자들은 신체적으로 혈압상승, 

체온상승, 팽창된 눈동자, 빠른 심작박동수, 근육 쇠약, 어지러움, 추위, 마비, 식욕저하, 과호흡 증후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각, 사고, 감정, 정신의 흐름에 생기는 손상과 같이 섬세한 운동기능과 공동작용에도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증상들은 플래시백, 정신미약, 만성 우울증, 불안, 자살충동 

등이다.  

 

PCP (펜사이클리딘) 는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수정같은 하얀 가루인데,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1967 년도에 사용 중지된 약품입니다. 이 약품은 무감각에서 도취감과 같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흥분, 우울, 마비, 환각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증상으로는 과호흡증, 혈압과 맥박 상승, 홍조, 땀, 

말단신경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할 때는 울렁증, 구토, 흐릿한 시야, 균형감 상실, 방향감각 상실이 

옵니다. 이것은 감각, 감정, 의식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편집증과 같은 정신병 증상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사이빈은 멕시코의 20 개 버섯 종류에서 추출되는 환각제인데, 제조도 가능합니다. 수정같은 고운 하얀 

가루인데, 알약, 캡슐, 또는 물약으로 가공됩니다. 실로사이빈을 복용하면 곧 혈압상승, 심장박동수 증가, 

체온상승, 그리고 입안이 마르고 눈동자가 팽창되고, 흥분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집중력과 현실감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은 LSD 의 증상들보다 짧게 지속되지만, 그 위험도는 동일합니다. 

 

코케인은 코코아 잎에서 추출되는 흥분제로, 투명한 수정같은 하얀 가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중 중독성이 강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시적 증상으로는 혈관의 수축, 팽창된 눈동자, 혈압과 

맥박상승이 있습니다. 또한, 식욕 억제, 통증 무관심, 구토, 시각, 청각 및 촉각 환각을 야기하고, 때때로 

편집증을 일으킵니다. 장기적 증상으로는 비강 출혈, 불안, 과민성, 초조 및 우울증을 포함합니다. 과다 

복용 또는 만성 사용은 호흡 정지, 코마, 심정지 또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케인 Free-Base 또는 크랙은 물에 용해되지 않으며, 따라서, 훈연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뇌에 도달하기 때문에 코케인 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과다복용하면 급격하고 강렬한 신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몇 분을 지속하다가 깊은 우울증, 식욕 부진, 불면증,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상실, 그리고 더 많은 크랙에 대한 편집과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종종 복용량을 늘리게 

되고 이것은 또 심각한 중독 증상과 재정적인 파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생리학적으로 발작, 호흡 정지 및 혼수 상태 또는 심정지 및 사망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암페타민은 과거에 의학적으로 우울증과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던 중추   

신경계 자극제였습니다. 이것들은 입으로 복용하거나 코로 마시거나 또는 혈관에 주사로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효과는 몇 시간 내에 사라지는데, 증상들로는 식욕 감소, 호흡 및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입 건조, 발열, 발한, 두통, 시력 및 현기증을 포함합니다. 더 많이 복용하게 되면 홍조, 급속하고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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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박동, 떨림, 그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뇌의 혈관, 심부전과 매우 높은 발열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증상으로는 계속적인 피로, 불안, 흥분이 생깁니다. 장기적인 증상으로는 약물 의존도 

생기고 정신병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피로, 과민성, 심한 굶주림은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 상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과 알코올 및 그에 따른 건강 위험 요소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은 각 캠퍼스의 캠퍼스 디렉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상담 서비스 및 지원 그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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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 

위반 혐의의 모든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개인의 평판과 정직성을 보존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이뤄질 것입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개인들의 이름, 조사의 내용들, 조사에 대한 서면 

정보들을 조사에 관여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기밀유지를 지킬 것입니다. 

 

조사 및 결과에 대한 타임 라인  

보고된 모든 사건은 먼저 비공식적인 조사로 시작합니다. 비공식적인 조사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또는 

총장에게 사건이 보고 된 지 1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상황의 경우, 

학생은 조사가 시작된 지 3 일 이내에 허용되지 않은 행동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개시에 관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통보 될 것입니다. 통지를 보낸 후 5 일 이내에 학생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은 그 후 10 일 이내에 공식 응답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간 제한  

보고된 위반 사례와 조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벌어질수록 사실 확인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학생이 서면으로 자신의 초기 승인을 제출 한 후 45 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 보고서  

사건을 보고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조사 

서면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학생처장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처장은 

공식적인 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모든 절차에 변호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처장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학생은 조사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비공식 조사의 해결의 일환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학생과 학생처장 사이에 합의 할 수 있습니다. 학생처장은 그 계획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없는 경우, 학생 또는 

학생처장은 공식적인 조사에 대한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기록과 그 해결은 그 사람의 영구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공식적인 조사 

공식적인 조사는 사건이 공식적인 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학생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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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의 보고서를 President’s Cabinet (PC)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조사 또는 해당 되는 경우 

항소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외부 중재자/조사관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 때 PC 의 

의장은,  

1. 사고 접수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PC 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2.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사건 내용, 날짜, 사건의 장소,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3. PC 는 사건이 Cabinet 에 회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최종 보고서를 학생의 

파일에 영구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PC 는 정학 또는 퇴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Cabinet 은 후속 조치로 회복을 위한 계획과 과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필요하다면 학생처장은 법적 조치를 위해 당국에 보고할 것입니다. 

 

항소 및/또는 중재  

이사회 집행 위원회에 Cabinet 의 결정에 대해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Cabinet 의 결정이 발표 된 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사에서 어떤 주장이나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워싱턴주의 

Chapter 7.04 RCW 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합의한 대로 구속력 있는 중재를 선택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한 대로 다른 형태의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범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경의 행동 강령에 대한 어느 특정한 위반은 중대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중범 행위로 분류 됩니다: 

형사상의 살인사건, 성범죄 (성희롱 포함), 강도, 폭행, 절도, 자동차 도난 및 방화. 중범 행위로 간주되는 

다른 범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단순 폭행 (4 급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 

왕따 또는 괴롭힘; 절도; 타인의 소유 파괴; 알코올 위반, 마약 위반 및/또는 무기 위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및/또는 구두나 서면 경고를 따르지 않는 것 또한 중범 행위의 범주에 속합니다. 중범 행위가 

발생했거나, 또는 중범 행위의 고발이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위법 행위는 총장이나 총장 

지명자가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성격 및 심각성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될 수 있습니다. 정학 처분은 즉각적으로 내려지고, 퇴학은 학사 

위원회 또는 President’s Cabinet 이 모든 관련 인물의 인터뷰를 조사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한 후에 

내려지게 됩니다.  

 

학생 불만 사항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학사와 행정 처리, 그리고 학생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대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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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불만 사항 

학장은 학교를 위해 불만 처리 담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며, 비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인 불만 처리 과정을 

통해 학생을 돕고 조언합니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관련된 개인들과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마태복음 18:15-17 에 따르면, 서로에 대한 불만은 관련 개인들이 먼저 대화하고 

수정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만을 가진 학생은 먼저 관련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직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런 절차가 권장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불만을 가진 학생이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는 초기 대화 시도 시에 학장 

또는 다른 교직원에게 동석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불만  

비공식적 접근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생은 학생처장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학생 불만 접수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양식을 작성할 때는 불만 사항과 관련 된 기타 증거 (예: 증인 진술 및 지원 

진술서)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둘 이상의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이를 학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학장은 초기 불만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장의 결정에 대해 학사위원회 (학업에 관한 불만) 또는 Presicent’s Cabinet (학업 이외의 불만) 

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FIU 가 불만 또는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학생은 기관의 인증위원회에 연락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 

15935 Forest Road. Forest, Virginia 24551  

Phone: (434) 525-9539 

FAX: (434) 525-9538 

info@tracs.org  

www.tracs.org 

 

또한, 학생들은 주 교육기관 및 검찰 총장에게 연락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Washington Student Achievement Council 

917 Lakeridge Way 

P.O. Box 43430. Olympia, WA 98504-3430  

Phone: (360) 753-7800 

www.wsac.wa.gov 

mailto:info@tracs.org
http://www.tracs.org/
http://www.wsac.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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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General: State of Washington 

800 5th Ave Suite 2000. Seattle, WA 98104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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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의 정책은 1964 의 연방 시민권법의 Title VII 을 준수하고 있으며, 성희롱 없는 학문적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태의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고 보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중범의 위법 행위로 분류됩니다.  

 

정의 

성희롱은 불쾌한 성적 접근, 성적 접대 요구들, 동성 또는 이성으로부터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성적 희롱이 

포함됩니다. 사소한 응시, 성가심, 사소한 사건 (극히 심각하지 않은 경우) 은 불법의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빈번하거나 공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항상 피해자이며, 희롱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한 모두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자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 학우, 또는 교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모든 불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관련 개인들의 평판과 결백성을 지키기 위해 진지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관된 개인의 이름들, 조사 내용들, 그리고 서면으로 보관되는 모든 정보들을 보복과 

거짓 고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만 사항에 연루된 당사자들 간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부터 

비밀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성경의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성경 

행동 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가 적용됩니다.  

 

캠퍼스 보안 및 ASR/JEANNE CLERY ACT/VAWA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건물 관리자 및/또는 학생처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Title IV 학생 재정 지원 허가를 받은 모든 학교는 캠퍼스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 수에 

대한 통계 수집 및 보고와 관련 된 1998 Jeanne Clery Act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계에는 살인, 성범죄, 

강도, 가중 폭행, 절도, 자동차 도난, 방화, 단순 폭행, 위협, 재산의 파괴, 음주, 마약 및/또는 무기와 관련한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본교 웹사이트 www.fiu.education 에서 범죄 통계의 연례 보안 보고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atg.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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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를 볼 수 있으며, 캠퍼스 보안 및 범죄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leryact.ed.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 및 폭력에 관한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무기 소지는 서면으로 소지 허가가 요청되고, 학교에서 이를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캠퍼스 내 또는 모든 

학교 후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무기 소지 허가는 학생이 현재 무기 소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학교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자신의 무기를 소지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허락됩니다. 무기 소지가 허가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에게 해당 학생이 교내나 

학교 행사에 지정된 무기를 소지할 것이라는 사실이 통보될 것입니다. 무기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교로부터 즉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무기를 외부에 드러낼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될 

것입니다. 학교 행정관리자와 경찰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상황을 판단할 것입니다. 위협적인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은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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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금지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모든 인종, 피부색, 조상, 국가 및 민족 기원, 결혼 여부, 연령, 군인 신분 

여부, 장애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교육 및 입학 정책, 재정 지원 및 모든 학위 

프로그램의 행정에서 앞서 언급한 범주에 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애 지원 서비스 (DSS) 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학위원회와 함께 

연계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입학원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적절한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학생처장 (내선 172) 에게 확인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편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1. 제공하는 편리가 신청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2. 제공하는 편리가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할 경우, 

3. 제공하는 편리가  학습의 목적을 바꾸는, 즉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당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4. 제공하는 편리가 만드는 것이 학교에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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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진단 내역과 장애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1990 년 미국 

장애인 법과 1973 년 재활법 섹션 504 에 의해 정의됨).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IDS 를 가지고 있거나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면서 본교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 에 대한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공중 보건 서비스, 질병 통제 센터 및 미국 대학 보건 협회의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의학 연구에 의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바이러스 (HIV, AIDS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가진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업 환경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정책은 학교의 모든 학생과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학생의 신체, 교직원 및 교직원에 대한 성경의 행동 규범의 

적용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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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IV 감염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의 모든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할 의학적 정당성은 없습니다.  

3. HIV 감염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허락하는 한 수업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4. AIDS 는 일살적인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HIV 감염의 학생이나 교직원은 다른 모든 

직원들과 같이 업무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대우받게 됩니다. 

5. 입학예정자, 재학생, 교직원, 취업희망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검사에 대한 자료를 얻기 

희망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에게는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6. 질병의 증상 여부와 상관 없이 HIV 감염자들과  감염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대우의 가능성으로 인해 HIV 감염에 관한 기밀 유지가 주의롭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7. HIV 감염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기밀 정보의 처리에 관한 지침은 미국 대학 보건 협회의 권장된 

표준 및 대학에 대한 관행에 명시된 일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만 또는 진단에 관한 특정 또는 상세한 정보를 교수진, 관리자 또는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 기록 내용은 1974 의 가족 교육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지원됩니다. 개인, 단체, 

대행사, 보험사, 고용주 또는 학교는 학생/직원/환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종류의 의료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8. 학교는 주 또는 연방법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HIV 감염에 관한 모든 공공 보건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AIDS 와 관련하여 느끼는 공포, 불안, 분노의 결과로서, HIV 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진 학생 또는 교직원은 정서적 및/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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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과 괴롭힘 

따돌림과 괴롭힘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정학 또는 퇴학의 대상이 됩니다. 따돌림은 어떤 

학우 그룹에 의해 그들 속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불편, 창피, 

희롱을 당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괴롭힘은 한 명 또는 어떤 학우 그룹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해를 끼치려는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괴롭힘은 놀리고, 조롱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욕설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거부되도록 조정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공격, 또는 인터넷을 통해 망신을 주는 일들, 메시지 또는 동영상을 통해 개인을 모욕주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 사태와 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사태 고지는 긴급한 상황을 확인 한 후 모든 학생에게 그룹 이메일을 통해 비상 알림이 전송 됩니다. 

FIU 는 교수진, 교직원, 그리고 SMS 알림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Populi 를 통해 짧은 메시지 서비스 (SMS) 

를 사용하여 휴대 전화를 통해 응급 알림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SMS 알림 기능을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절차: 대부분의 응급 상황에는 911 를 호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ARTHQUAKE RED CROSS 지침  

1. 흔들림이 시작 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도록 합니다.  

2. Drop, Cover, and Hold On!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조금 이동합니다. 흔들림이 멈추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내에 머물도록 합니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지진 발생 

시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 건물, 나무 및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찾아 자세를 바닥에 낮추도록 합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안전한 곳으로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차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3. 흔들림이 중지 된 후에는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부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부상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심각한 부상에는 응급 처치를 제공합니다. 작은 불을 확인하면 

소화기를 찾아 소화하도록 합니다. 화재 위험을 제거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거나 누출되었다고 

생각되면 가스를 끄도록 하고, 후에는 전문가가 다시 켜야 합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라디오를 듣도록 

하고, 여진에도 대비하도록 합니다. 여진을 느낄 때마다 Drop, Cover, and Hold On 을 반복하도록 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판단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화재 

911 로 전화해서 화재 특성과 특정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 주소는 3504 N. Pearl 

St, Tacoma, WA 98407 입니다. 전화 번호는 253 752-2020 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소화기를 찾아 소화기에 명시된 대로 따르도록 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건물의 소화기에 명시 된 모든 지시 사항을 검토합니다. 불을 소화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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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POLICIES 
방법은 (1) 연료를 치우고, (2) 공기를 차단하도록 하고, (3) 물 또는 소화기로 냉각시키도로 합니다. 전기 

화재에는 절대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 타입의 소화기 (C 급 식 소화기) 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소화기의 종류는 소화기에 쓰여진 큰 글씨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형 A 는 일반적인 가연성 (종이, 

나무 등); 유형 B는 액체 가연성 (연료, 용매 등); 유형 C 는 전기식입니다. 특정 유형의 소화기는 다중 

사용이 가능하며, 세 가지 유형 (AB, BC, ABC 등) 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소화기는 불꽃의 

바닥 부분을 향해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  

경찰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911 으로 전화하도록 합니다. 만약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할 경우 교내 입구 안내원의 책상 뒷쪽에 있는 알람 패널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알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릴 것입니다.  

 

의료 응급 상황 

심장 마비, 질식, 또는 심각한 부상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는 반드시 911 으로 전화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부상당한 사람의 부상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소는 3504 N 

Pearl St, Tacoma, WA 98407, 전화 번호는 253 752-2020 입니다. 구급상자는 교내 입구 안내원의 책상 

근처에 있습니다.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 교직원 또는 교수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위협 행위를 보이는 사람 

낯선 사람, 학생 또는 직원이 협박, 위협적이며 통제되지 않고 무기를 보이거나 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1.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 어디에서든지 911 으로 전화하십시오. 상황과 특정 위치에 관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소는 

3504 N Pearl St, Tacoma, WA 98407, 전화 번호는 (253) 752-2020 입니다. 

3. 즉시 교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판매 및 호객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객 행위는 상업적, 자선적, 종교적, 정치적인 모든 시도에 적용됩니다. 판매 또는 상품 판매를 허락하는 

승인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를 허가 받은 모든 당사자는 적절한 연방, 주 

및 지역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것으로는 학생 벤처, 학생 조직 벤처 및 비 학생 

벤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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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POLICIES 
모금 (자선, 종교, 정치) 

교내에서의 자선, 종교 및 정치적 모금 행사는 학생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벤처 기업/학생 조직 벤처 

학생 벤처는 학생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정의됩니다. 학생들은 

학생처장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학생 조직 벤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 학생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 조직은 학생처장의 서면 

승인을 통해서만 학교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판매의 주 수혜자가 학교의 

커뮤니티와 학생 단체가 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비 학생 벤처 

비 학생 벤처는 학교 교직원, 학교 제휴 기관, 또는 상업적인 업체에 의한 상품 판매를 의미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고용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업체는 학교 사무실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품 판매를 판매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  

학교는 학생의 의도적, 고의적 또는 악의적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개인 부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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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8. 개인 상해 



 

30 

 

ACADEMY POLICY 
학문적 정직 

기독교인다운 인격과 학문적 정직은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사명에 기초가 됩니다. 학생들은 

수강의 형태에 상관 없이 성실성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의 학문적 행동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문적 정직에 대해서 잘 알고 지켜야 하며, 동료 학우들 사이에서 정직과 

성실을 장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전체 과정에서 행동과 윤리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수행할 것을 요구받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행동 및 윤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행 기준 

1.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 참석하고, 정시에 도착하며, 종료 시까지 재석합니다.  

2. 학생들은 교수, 동료 학생, 행정 직원들과 하는 의사소통과 글을 통한 모든 언어표현에 있어 존중과 

예의와 품위를 지키도록 합니다. 

3. 학생들은 강의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학습 분위기를 산만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 적절한 수학분위기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4. 학생들은 수강 학기 동안 모든 학과목들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제물들을 지속적이고 적절한 양식으로 

감당하도록 합니다. 

5. 학생들은 등록금, 제반 수수료 그리고 다른 지불 부담금들을 재정 규칙에 따라 적절히 납부하도록 

합니다. 

 

윤리 기준 

1. 학생들은 본인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들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학생들은 허락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사용함으로 속이지 않으며, 다른 학생들의 시험이나 

과제작성이나 프로젝트를 명백하게 대신해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3. 학생들은 책이나 기사,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정보원과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 등에서 기록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사상들을 적절한 인용 근거의 언급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습니다.  

4. 학생들은 어떤 정보, 데이터나 인용의 일에 있어 위조, 왜곡, 날조하지 않습니다.  

5. 학생들은 이전 다른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과목 이수를 위해 이미 제출하여 사용하였거나 혹은 다른 

과목 수강 시 사용한 동일 과제물을 하나 이상의 과목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는 ‘내부적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생처장에 의해 수강 과목들이 

등록됩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시작할 때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 요구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교수나 학생처장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학생처장과 의사 소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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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POLICY 

등록은 학생이 입학 할 때 발행 된 프로그램 Degree map 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 수강 순서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관련 없거나 불필요한 과목에 등록되지 않도록 합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학기 시작 5 ~ 6 주 전에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학기 준비를 위해 책과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이 종료 된 후 또는 수업 첫 주에 

등록하는 것은 늦게 등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모든 학생은 사전에 조정이 되었거나 다른 혜택들 (예: 군대 또는 직원 장학 혜택) 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 

고 학기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수업료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새학기 첫날 이후에 등록하는 것은 교수 

및 학생처장의 특별 허락이 있거나 또는 Drop/Add Form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학사 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사 일정은 여름, 가을, 겨울, 및 봄으로 구성 된 4 학기로 이뤄집니다. 각 학기는 일반적으로 10 주의  

길이입니다. 

 

학사 과정 등록 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사 과정의 학생이 full-time 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3 학기를 통해서 각 학기마다 최소 15 시간, 또는 일년 

총 45 시간을 등록해야 합니다. Three-quarter 는 3 학기에 10 시간씩 등록하는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각 

학기마다 10 시간 미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part-time 으로 간주 됩니다. 

 

석사 과정 등록 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으로 full-time 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3 학기를 

통해서 각 학기마다 최소 8 시간 또는 일년 총 24 시간을 등록해야 합니다. Half-time 은 3 학기를 통해서 

각 학기마다 4 ~ 7 시간을 등록하는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학점수를 등록하도록 권합니다. 주당 20 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매 학기에 2-3 개 이상의 과목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은 

교무처의 특별 허가 없이 학기에 4 개 이상의 과목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학사경고가 해제될 때까지 학업 외의 외부 활동 또는 등록 학점수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참고:  

• 12 개월 기간 동안 최소 1 개 과목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학생 (질병과 같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은 자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학지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유학생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들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나 위의 규정들 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규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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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POLICY 

수강과목 철회 (DROP/ADD)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Academic calendar 에서 고지된 날짜를 통해 ‘W’의 표시 없이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 이후에는 수강과목 철회 시의 학점이 성적표에 표기됩니다. Drop/Add 양식은 본교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수강과목 철회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Academic calendar p. 

74 참조). 

 

COURSE EXTENS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기 말까지 과목의 요구 사항을 완료할 수 없는 학생은 온라인으로 연장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현재 학기의 마지막 날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된 연장은 학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7 일을 

연장 받게 되고 미제출 요구 사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연장된 7 일의 기간 이후에 접수 된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Incomplete”로 표시되지 않고 7 일 안까지 제출된 교과 과정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된 

성적을 받게 됩니다. Course Extension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demic calendar p. 74 참조) 

 

재수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약 D+, D 또는 D- 를 받으면 학생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해당 과목의 재수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 를 받은 과목의 재수강을 희망할 때는 Course Repeat Request Form 을 접수하도록 하고, 이 양식에는 

반드시 학생처장의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F 학점을 받은 과목의 재수강에는 이 양식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 나 그 이상의 학점을 받은 과목의 재수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수강 후에는 전에 

수강한 과목과 재수강 과목의 학점이 모두 처리되고, 평점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 과목의 학점 수만이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에 포함될 것입니다.  

 

학생 불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학업, 행정, 또는 윤리적 사안에 대해 불만이나 고충을 갖게 된 경우, 학생은 (마태복음 18:15 의 

기독교 정신에서) 먼저 관계된 사람과 대화나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방법으로 고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검토 및 조사를 위해 학생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3504 N Pearl St, Tacoma, WA 98407 로 발송하도록 합니다. 또는 253.752.2020 내선 170 으로 

학생처장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학생 불만 처리 절차 (비공식 및 공식)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cademic 

Catalog, p. 166 을 참조 하십시오. 

 

자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자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Withdrawing from the Institution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12 개월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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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입학원서, 수수료, 신분증 사본, 그 이외의 고지된 다른 입학서류들을  

제출한 후 재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SA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업 우수성을 달성하고 인준기관의 요구사항은 준수하고 또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학사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의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SAP) 정책에 규정된 최소 학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허가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학생은 수강하고 있는 모든 과목들에서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기 별 모든 학생들의 SAP 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학생이 Title IV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등록 기간 동안의 SAP 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됩니다.  

• 학생의 누적 평점 (CGPA)  

• 학생들의 수료까지의 진척률 (ROP) 

•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데 허용되는 기간 (MTF)  

 

1.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 (CGPA) 

학부생은 최소 2.0 의 평점을 유지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최소 2.5 의 CGPA 를 유지해야 하고, 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CGPA 를 최소한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은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CGPA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 학기 이후 모든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합니다. 최소 CG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학기 동안의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한 학기에 대한 재정지원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학생은 교무처 또는 재정 지원 사무실로부터 경고 상태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경고를 받은 후 다음 학기 동안에 자신의 CGPA 를 올리지 못하면, 

학생은 재정지원 자격을 잃게 되고 학사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교무처, 학생처장, 재정지원 담당자으로 구성된 SAP 위원회는 교수들이 성적을 마감하는 날의 다음 주간의 

월요일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SAP 위원회가 SAP 결정 과정을 수행할 때 모든 “Incomplete” 학점은 학생의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됩니다. Incomplete 이 실제 성적으로 변경되면 학생의 파일은 재평가 됩니다. 편입 

학점은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생의 수료 진척률 (ROP) 에는 포함됩니다.  

재수강 시에는 가장 최근의 학점만이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과목의 학점들은 처음 

또는 재수강에 상관 없이 ROP 계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연방정부 재정보조를 받지 않은 기간에 이수한 

모든 과목들이 포함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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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와 요구사항들 

Program    Satisfactory Progress    Graduation 

Bachelor of Arts 2.0 2.0 

Graduate Certificate 2.5 2.5 
Master of Arts 2.5 2.5 
Master of Divinity 2.5 2.7 
Doctor of Strategic Leadership 2.5 3.0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2.5 3.0 

 

2. 진행 비율 (ROP) 의 67% 누적 규칙 

이것은 프로그램 완료에 대한 진행 속도 (ROP) 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에서 수강한 모든 학점들 중 적어도 67%  이상은 수강완료하고 성적도 만족스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완료까지 허락되는 최대 기간 안에 요구된 충분한 학점을 이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강 학점수 (attempted credit hours) 를 취득 학점수 (earned credit hours) 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수강완료한 학점수는 이수한 학점수, 편입된 학점수, W, WX, F 및 재수강 학점수가 포함됩니다. 

학생이 최소 RO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기에는 연방정부 재정지원 경고 또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경고를 받은 후 곧 ROP 를 최소 기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면, 학생은 학사경고 및 재정지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각 학기의 첫 번째 주 이후에 수강을 철회하면 비율 환산에 영향을 주지만, 첫 주에 수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누적 150% 규칙  

모든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최대 기간 프레임 (MTF) 은 연방 규정에 따라 150% 로 

제한됩니다. 연방정부 재정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완료에 허가되는 최대 기간 프레임 (MTF) 

은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완료에 요구된 학점이 180 인 경우 최대 기간은 270 

(180 x 1.5)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된 총 학점수가 72 인 경우의 최대 기간은 108 (72 x 1.5)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허락된 최대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점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최대 시간 프레임 진행 속도 측정은 매 학기마다 합니다. 최대 시간 프레임 진행률은 

총 취득 학점수를 총 수강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는 편입 학점들도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Program           Regular Hours     Maximum Hours      Maximum Years 

BA 180 270 6 
GCL 24 36 2 
MA 72 108 4 
MDiv 136 204 6 
DSL 84 126 6 
DMin 48 7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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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온라인 상호작용 지침들  

학생들은 등록 된 모든 과목들에 정기적으로 로그인하여 그룹토의를 통해 동료 학생과 지도교수와 

실질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모든 과제물들을 마감일 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실질적인 상호 작용은 

일반적으로 CANVAS 의 3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토의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을 포함하는데, 

학생들은 적어도 1 번의 그룹토의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올리도록 하고, 2 명 이상의 학우들과 

지도교수에게 응답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토의 주제에 대한 주요 의견, 개인적인 

견해를 서면으로 제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상호 작용의 목적은 모든 참여자에게 주제 및 관련 

주제의 이해를 촉진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료 학우와 지도교수와의 의사 소통의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학생은 먼저 이전 프로그램을 취소한 후 다른 프로그램에 

입학하도록 합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수했던 공통 필수 과목의 학점들은 새 프로그램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 받는 학점들은 모두 평균 GPA 와 프로그램 진행률 계산에 각각 

포함됩니다. 또한, 인정된 학점들은 150% 의 최대 시간 프레임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이 적절한 

서명과 함께 ‘프로그램 변경’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Add/Drop 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해당 학기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이 같은 학위 과정의 두 번째 프로그램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 학사 학위 수료 후 다른 학사 

과정에 두 번째로 등록), 첫 번째 프로그램에 허락된 최대 기간이 남아있는 한 입학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예: 학사 학위 수료 후 석사 학위에 등록), 

그들은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결정을 위한 편입 학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교의 모든 과목들은 수강 

시기에 관계 없이 학생들의 GPA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과목들은 성적표에 반영될 것입니다. SAP 

상태는 연속으로 적용되지만, 각 프로그램의 최대 시간 프레임 (150%) 은 별도로 계산될 것입니다. 

 

재수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프로그램의 필수 과목들 중에서 낙제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학생이 재수강한 수업에서 합격 점수를 받으면 첫 번째 낙제하였던 성적이 합격 점수로 대체되고, 첫 번째 

낙제 점수는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제한 과목은 ROP 및 진행률 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재수강한 과목이 두 번째로 또 낙제하는 경우에는 낙제한 두 과목 모두가 평균 GPA 계산에 포함 

되며, ROP 및 진행률 계산에도 반영 됩니다. 

학생이 연방정부 재정보조 기금 (Title IV) 을 받는 경우에 낙제가 생기면, 학교는 재수강 과목에 대해 FFA 

기금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학생이 두 번 낙제하고 세 번째로 재수강을 반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 과목 등록금은 학생 개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응급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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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으로 인해 낙제가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위의 규칙들에서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고 편지, 보호 관찰, 재정 지원 정지 및 항소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정지원과 경고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SAP) 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기에는 교무처에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재정 재정 지원 사무실로부터 경고 서한을 학생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는 

학생에게 학업 성취도가 양호하지 않음을 알리고, 따라서 경고 상태 및 재정 지원 자격이 상실 될 위험이 

있음을 알립니다. 경고 상태는 다음 학기까지 계속 됩니다. 학생이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재정 지원 경고 

상태에서도 연방 원조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통보를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처장과 

지도교수로부터 학문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정지원 학사경고 

학생이 경고 또는 재정지원 경고 후에도 학생들이 SAP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연방정부 재정지원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재정지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SAP 의 불충족으로 인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FIU 의 모든 장학혜택의 손실도 초래할 것입니다. 학생은 이제 

재정지원 유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자격 상실은 적어도 다음 학기에 대한 것이며, 학생이 최소 SAP 

표준을 다시 한 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학생에게 자격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게 경고가 

주어졌다고 느끼는 경우, 학생은 항소를 제기하고 학생처장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학교의 

SAP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이며, 승인 된 경우 학생은 새로운 학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도교수 또는 

학생처장과 만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새로운 계획에서 SAP 을 충족시키며 계속 진행하는 동안 

학사위원회는 재정지원 사무소와 계속 의사소통 할 것이며, 학기 별로 재정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새로운 학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판단 될 때까지는 재정지원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지원 학사경고의 예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SAP 표준은 최소 CGPA 2.0 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이 가을학기 말에 평균 GPA 가 1.93 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학생에게 경고가 전송될 것입니다. 

재정지원 학생의 경우라면 겨울학기에 대한 재정지원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겨울학기에도 평균 GPA 는 

1.85 로 더 떨어진다면, 재정지원 학생은 더 이상의 연방 재정지원 및 FIU 기금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음 봄학기에 학생은 학사위원회에서 정한 학업 계획을 따라야 하며, 봄학기에 걸쳐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은 재정 원조 없이 봄학기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평균 GPA를 2.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SAP 를 다시 만족시킨 후에는 재정보조가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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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P 항소 진행절차 

학사경고 편지와 함께 항의 양식이 학생들에게 보내지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항소는 직계 가족의 사망,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검증된 장기간의 질병 또는 SAP 표준을 충족시킬 수 

없도록 방해되는 심각한 상황 등의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ademic 

Appeal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작성된 항소 양식은 학생처장에게 증빙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SAP 위원회가 항소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한 학기에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학생은 학사위원회 담당자와 만나서 해당 학기의 학습 

계획을 명시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학습 계획은 학기 안에 어느 정도로 SAP 을 올리겠다는 

분명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학습 계획의 사본은 학사위원회와 재정지원 사무실에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SAP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해당 학기 말에 SAP 이 충족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항소 접수 마감일은 학기 시작 1 주일 전입니다. 

 

4. 학사정지 

학사경고 또는 재정보조 경고 조치 이후 다음 학기에서 학사 기준에 여전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두 학기 

동안의 학사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학생은 학사정지 상태를 서신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5. 재입학과 퇴교 

학생은 학사정지 기간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은 적절한 자문을 위해 지정된 

카운슬러와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입학원서를 학사 실천 계획을 요약한 서신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학생의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이 허락된 경우, 

학생에게는 재입학허가서가 발행 될 것입니다. 학생처장에 의해 특별 조건들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사정지 이후의 학기 또는 학기들에서 요구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생은 퇴교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6. 정지/퇴교 항소 

학사정지 또는 퇴교는 이에 대한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학생의 

학생처장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러한 결과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항소가 

받아들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처장의 결정은 최종적이 됩니다. 

참고: 학생이 학사경고, 학사정지 또는 퇴교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학생의 학업 성적 기록에 

영구적으로 표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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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학사징계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사경고 단계들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기별 GPA 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학생이 학기 중에 하나 이상의 "F"를 받는 경우; 또는 학생이 

4 학기 중 1 학기 이상의 학사경고에 해당하거나 또는 행정적 수강철회에 처해진 경우. 이러한 학생은 

즉각적인 학사징계 또는 학사정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누적 된 ROP, CGPA 및 PACE 를 포함한 학생의 

전체 학업 기록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행정적 수강철회 (WX) 

학기 중 처음 2 주 동안 학급활동이 비활동 상태이거나 학기 중 3 주 연속적으로 학급활동에 비활동 상태인 

학생은 행정적 수강철회 (WX) 가 적용됩니다.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모든 과목에 대해 WX 를 받는 경우 

학생은 자동으로 학사 및/또는 재정지원 경고에 처하게 되고, SAP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항소를 

제출해야만 학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참조). 항소 서신에는 왜 학급활동에 비활동 상태였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성공적으로 학급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은 학교에서 퇴교 조치에 놓이게 됩니다. 

 

성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P 항소 마감일 이전에 처리된 성적만 학생의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편입 

학점은 학생의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학생의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  

PACE 및 평균 GPA 를 유지하지 않는 F-1 비자 유학생은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으나 학사정지 기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방 재정 지원 정책이 아닌 학사 정책입니다. 

참고: 일부 프로그램은 만족스러운 GPA 요구 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연방 규정은 연방 기금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준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 기금의 적절한 종료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위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SAP 관리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 (SAP) 관리는 기관 전체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지도교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도교수들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에게 연락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각 학기의 첫 2 주 이내에 

학생들로부터 일정의 수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수업의 경우 교수는 학기의 첫 7 주 

이내에 각 학생들과 적어도 4 번의 실질적인 상호 작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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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책임자 

본교는 CANVAS 의 학업 진행 분석 및 성적 처리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학생의 학업 활동을 확인하는 

규정 준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기의 셋째 주 말 안에 한 번은 캔버스에서 모든 학생의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검사를 수행하는 지점까지 학기의 각 주에 대한 활동을 기록 

합니다. 학기의 셋째 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행정적 수강철회를 실행합니다. 비활동적인 

학생은 이에 대해 이메일로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지받게 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처장에게서 전화 

통화 또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수업 중에 비활동적인 학생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From: Compliance Office 
Sent: Tuesday, October 25, 5:15 PM 

Subject: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Compliance - TH5311  
To: John Doe 
Cc: Professor Steward, Dean of Students, Registrar’s Office 

 

Dear Student, 

Upon reviewing your academic progress for this quarter, I noticed that you have not been 
regularly interacting with your professor according to the syllabus requirements for the 
following course TH5311 (lack of activity). 

It is vital that you stay consistently active during the quarter. 

 

Please contact your professor-of-record as soon as possible and let them know what is 

happening. We truly want you to succeed. Faith Seminary requires all students to 

participate regularly and actively in online courses.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an 

Administrative Withdrawal from the cours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규정 준수 책임자는 학기의 다음 3 주 이내에 모든 학생의 수업 활동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학생이 

학기의 처음 6 주 이내에 최소 2 번의 활동 모니터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기 종료 전에 모니터링 

점검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뒤쳐져 있는 학생은 학생처장에게 고지될 것입니다.  

학생이 비참여로 인해 행정적 수강철회가 되는 경우, 학생은 결정에 항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강제 철수의 날짜 및 사유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R2T4 을 처리하여 학생이 교육부로 반환해야 하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금은 행정적 수강철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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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관리  

재정 지원 사무소 또는 규정 준수 책임자는 학생이 최소 SAP 표준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지급 기간 (학기) 이 끝날 때 모든 학생의 SAP 검토를 실행합니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또는 학사정지업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정책 참조).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은 학생이 한 학기 중 수업 요구 사항의 최소 60%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학기 기간 동안 최소 60%의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 없이) R2T4 를 완료하여 교육부로 자금이 반환될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로 자금을 학기 종료 후 30 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휴학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휴학하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계 (Leave of Absence Form) 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웹사이트 fiu.education 의 “Student Life” 클릭). 모든 휴학 요청은 반드시 승인되고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연방 재정 지원 수령인의 경우, 휴학이 34 CFR 66.22 (d) 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출석을 중단하고 학교에서 퇴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학교는 반환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 

1. 휴학에 대한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생의 요청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휴학에 허용되는 최대일 수는 년 180 일입니다.  

3. 휴학 요청은 한 번에 한 학기 (3 개월, 90 일)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학생이 휴학 후 다시 복학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5. 학교는 학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학생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학생은 추가로 연방 재정 지원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6. 학기 중에는 휴학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기 중간에 떠나는 경우, 등록은 수강철회로 

처리됩니다.  

7. 학교가 방학으로 정한 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휴학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학 기간 

동안에 학교의 방학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 학생이 Title IV 수령인인 경우, 학교는 휴학을 허가 하기 전에 학생에게 휴학에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학생의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의 만료와 함께 상환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9. 연방 재정 지원 이외의 다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휴학을 계획할 때는 (재향 군인, 개인 후원 등) 이와 

관련한 조회를 위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10. 각 부서는 승인 된 휴학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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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변경 

SAP 항소 마감일 이전에 처리된 성적 변경만 학생의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편입 학점은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를 반영되지 않습니다.  

 

졸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의 졸업식은 주로 6 월에 있습니다. 학위를 완료하는 마지막 학기가 여름학기이고 이미 등록 된 학생은 

6 월 졸업식에 (교무처 또는 학생처장의 승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학생은 본교 웹사이트 (fiu.education) 에서 졸업식 일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입학 때 academic calendar 에 명시된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졸업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신청서에는 수수료, 졸업 관련 정보 및 졸업 설문 

조사를 포함합니다. 학생들이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졸업을 위해 마감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을 위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졸업 의도를  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졸업신청서는 학생을 학업 

기록에 ‘졸업생’으로 분류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졸업 요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졸업 요건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학업성취도  

    모든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들 (학사위원회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곧 GPA 를 포함하여 전공 

필수 과목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이수 학점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학생에게서 성경적인 

행동 강령과 교리적 진술에 반영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교리적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등록금 및 수수료 완납 

등록금과 모든 수수료는 졸업 날짜 최소 45 일 전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3. 도서관 대여 반납 

    사서에게서 특별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도서관 책은 졸업 예정일 최소 30 일 전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4. 졸업신청 및 졸업비 

    졸업신청서와 졸업비는 학업 일정에 게시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FIU 졸업생의 졸업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Academic Catalog, p. 74).  

5. 졸업 설문조사 

    졸업 전 모든 신청자는 졸업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우수 졸업 (학사 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수 졸업자들은 학사 과정에서만 다음과 같은 평균 학점 분류에 의해 수여됩니다: 

 

 

Summa cum laude  3.90 - 4.00 
Magna cum laude 3.70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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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작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든 과제물들은 가장 최근 버전의 Kate L. Turabian 의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에 의한 과제물 작성 형식을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Turabian 의 최신 버전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의 The Chicago 

Manual of Style 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성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적 점수 시스템은 학생의 성적 평균 및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화된 수단입니다. 각 과목의 총 점수는 

성적 포인트 값에 과목의 학점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성적 평균 점수 (GPA) 은 총 학점수로 획득한 총 

포인트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FIU 는 Quarter 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수 GRADE 학점수 정의 

98-100 A+ 4.0 Superior  
94-97 A 4.0 Superior 

90-93 A- 3.7 Excellent 

87-89 B+ 3.3 Excellent 

84-86 B 3.0 Good 

80-83 B- 2.7 Good 

77-79 C+ 2.3 Good 

74-76 C 2.0 Average 

70-73 C- 1.7 Average 

67-69 D+ 1.3 Average 

64-66 D 1.0 Below Average 

60-63 D- 0.7 Below Average 

Below 60 F 0.0 Failing 

 N 0.0 No Pass 

 

기타 목록 

 P: Pass (학사에서는 2.0 이상, 석사에서는 2.5 이상, 박사에서는 3.0 이상)  

R: Retake (재수강) 

CR: Credit Earned (수강 학점수) 

AUD: Audit (청강) 

W: Withdrawn (수강철회) 

WX: 행정적 수강철회 (학생들이 학기의 첫 2 주 동안 학급활동에 비활동적이거나 만족스러운 

학습성취도를 보이지 않을 때) 

Cum laude 3.50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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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성적 

 I: Incomplete (미완료) 

 IP: In Progress (진행 중) 

 

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 학생은 자신의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정기적인 출석은 모든 수강 형태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학생들은 학기 중 각 과목에서 요구하는 것을 매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응급 또는 

질병으로 인해 수업을 놓친다면, 다음 수업 전에 지도교수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지도교수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80% 미만 출석은 성적 경감이 생기며, 행정적 수강철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I-20 학생은 출석 요건에 관해 유학생 상담자 상의해야 합니다. 

 

학위 프로그램 변경/추가 학점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은 지원한 프로그램에 입학됩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희망할 때는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프로그램 변경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Academic Catalog, p. 74).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입학지원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전공을 변경하거나 추가 학점 이수가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될 때는 학사위원회에 추가 학점수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락되는 추가 학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Bachelor of Arts 45 Hours 

Graduate Certificate 8 Hours 

Master of Arts 24 Hours 

Master of Divinity 20 Hours 

Doctor of Strategic Leadership 20 Hours 

Doctor of Ministry 16 Hours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재교육의 일환으로 청강이나 재수강을 할 수 있지만, 학위 과정에 

반드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 보조금 및 VA 혜택은 비학위/수료 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시된 수업료 및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U는 모든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그들이 자신에 대해 밝힌 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신청자와 재입학 학생들은 서명이 있는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 (예: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은 또한 각 학생의 기록과 신원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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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또한, 학생은 학생 관리 시스템 (Populi) 및 학생 학습 시스템 (CANVAS) 에서 자신의 온라인 비밀 

번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학업 상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일반적으로 가을학기 시작 7 ~ 10 일 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대 1 

오리엔테이션은 모든 학기의 시작 이전에 CANVAS 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학업 

정책 및 절차, 학생의 권리와 책임 및 본교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의 대학 

및 대학원 생활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일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CLO 101) 을 초기 

과목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대학원생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원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학습 (CL 5101) 을 

초기 과정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학업 상담 및 학위 지도는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 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무처 및/또는 학생처장을 통해 제공됩니다. 박사 과정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상담을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도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U 의 도서관은 종교와 철학 (일반 컬렉션), 세속적 및 비종교 분야 (일반 교육) 및 참고서적 컬렉션의 세 

가지 컬렉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컬렉션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약 18,000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000 권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HEB Netlibrary 

컬렉션으로부터 3,500 권 정도의 사용 가능한 eBook 자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또한 여러 주요 학술 

및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컬렉션 중에는 Proquest Gold, Proquest K-12, 

Proquest Newspapers and Periodicals, Proquest General Collection, EBSCO ATLA Serials, EBSCO 

ATLA Religion, and OCLC First Search with WorldCat 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카달로그는 다음 URL 을 

통해 하루 24 시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ith.kohalibrary.com. 향후 개발 계획에는 영문학, 

역사, 건강, 사회학, 심리학 및 상담 등의 다양한 컬렉션 소장에 대한 중요한 추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Tacoma 시의 University of Puget Sound 캠퍼스의 콜린스 메모리얼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 

대출 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학생들에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 150 만 이상의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연방 저작권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의 106 조항 (미국 코드의 Title 17) 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하나 이상의 

독점적 권리를 허가 또는 법적 권한 없이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재생산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파일 공유 맥락에서, 권한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사람은 실제 손해 또는 ‘법정’ 피해를 $750 이상 부과하고, 침해된 저작물 당 $30,000 이하를 지불 

하도록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법원은 침해된 저작물 당 최대 $150,000 까지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itle 17, 미국 코드, 섹션 504, 505 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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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최대 5 년의 징역 및 범죄 당 최대 $250,000 의 벌금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pyright.gov 에서 미국 저작권 사무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편입 학점 항소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편입 학점과 관련하여 입학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결정에 항소 할 수 있으며, 학교의 

편입 학점 항소 양식 (Transfer Credit Appeal Form) 을 통해서 재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학위원회는 학장, 부서 또는 부서의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요청을 재평가 할 것입니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30 일 이내에 학생의 FIU 이메일로 결정이 발송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등록자의 학장이 이메일을 통해 학생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 날짜로부터 2 주를 허락 받게 됩니다. 항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자 사무실 

(registrar@faithiu.edu 또는 내선 132) 에 문의하십시오. 

 

임상 목회 교육 (CPE) 편입 학점 

FIU 는 임상 목회 교육 (CPE) 프로그램 또는 CPE 훈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교육 센터의 CPE 

학점들은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으로 편입 될 수 있습니다. 최대 12 시간의 CPE 교육 (1 학점) 을 석사  

프로그램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 분기의 CPE 교육 (2 학점) 이 학사 프로그램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과목 면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정 필수 과목의 면제는 다른 학교에서 이수한 것을 기초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 면제는 

편입 학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총 학점수를 맞추기 위해 다른 선택 과목으로 대체 

이수해야만 합니다. 과목 면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성적표와 해당 학교의 academic catalog 를 과목 면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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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FINANCIAL AID 
연방 재정 지원 

FIU 는 다음과 같은 연방 학생 지원 (FSA) 프로그램에 참여 적격 기관으로 미국 교육부 (ED) 에서  

지정되었습니다.  

FEDERAL PELL GRANT (연방 펠 그랜트): 이 연방의 보조금은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사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며, 최소 half-time 이상을 등록해야만 자격이 됩니다.  

WILLIAM D. FORD DIRECT LOAN (윌리엄 D. 포드 연방 직접 대출): 직접 대출은 미국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Subsidized loan 은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서 공부와 연관된 비용에 기초해서 계산되며 (need-

based), 최소 half-time 이상을 등록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Unsubsidized loan 은 non need-based 로, 

학사 및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 적어도 half-time 이상을 등록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대출 한도 및 자격은 연방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은 졸업 후 6 개월, 대출자가 최소한 half-time 이상  

등록을 중단할 때, 또는 학생이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위의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학생 원조를 신청하려면, 학생은 https://fafsa.ed.gov 에서 온라인으로 연방 

학생 원조에 대한 무료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작성된 PDF FAFSA 또는 종이 FAFSA 를 아래의 주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Federal Student Aid Programs 

P.O. Box 7654 

London, KY 40742-7654 

 

연방 재정 지원자 등록금 납부 지연 정책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공인 교육 기관으로, FIU 는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 지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위 과정에서 최소한 half-time 을 등록하고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대 학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방 재정 지원은 교무처의 승인 시에는 학위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수 학점의 최대 150% 의 비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이수한 학점수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수한 학점수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허용된 최대값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 편입된 학점들도 역시 새로운 

프로그렘에 허용된 최대값에 포함될 것입니다.  

 

재정 지원 지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 정책에 의해 연방 재정 지원 지출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7 일 후에 발생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8 

 

FEDERAL FINANCIAL AID 
재정 보조 휴학 정책 

휴학에 대한 모든 요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휴학 요청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학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의 Student Life 탭에서 확인할 수 있음). 휴학에 허용되는 최대일 수는 년 180 

일입니다. 그러나 휴학 요청은 한 번에 1 학기 (3 개월, 90 일)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은 학생의 학업의 완전한 중단이 아닌 임시 중단으로 간주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이 

다음 학기에 복학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휴학 기간 동안 추가 수수료를  

학생에게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연방 학생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학기가 진행 중에는 휴학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기 중간에 떠나는 경우, 등록은 중단되고 

행정적 수강철회로 취급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정해진 방학 기간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학 기간이 방학 기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SAP)  

학업 우수성을 달성하고 인준기관의 요구사항은 준수하고 또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학사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의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SAP) 정책에 규정된 최소 학업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허가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학생은 수강하고 있는 모든 과목들에서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기 별 모든 학생들의 SAP 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학생이 Title IV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등록 기간 동안의 SAP 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됩니다.  

• 학생의 누적 평점 (CGPA)  

• 학생들의 수료까지의 진척률 (ROP) 

•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데 허용되는 기간 (MTF)  

아 

1.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 (CGPA) 

학부생은 최소 2.0 의 평점을 유지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최소 2.5 의 CGPA 를 유지해야 하고, 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CGPA 를 최소한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은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CGPA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 학기 이후 모든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합니다. 최소 CG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학기 동안의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한 학기에 대한 재정지원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학생은 교무처 또는 재정 지원 사무실로부터 경고 상태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최소 CG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학기 동안의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한 학기에 대한 재정지원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학생은 교무처 

또는 재정 지원 사무실로부터 경고 상태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경고를 받은 후 다음 학기 

동안에 자신의 CGPA 를 올리지 못하면, 학생은 재정지원 자격을 잃게 되고 학사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교무처, 학생처장, 재정지원 담당자으로 구성 된 SAP 위원회는 교수들이 성적을 마감하는 날의 다음 

주간의 월요일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SAP 위원회가 SAP 결정 과정을 수행할 때 모든 “Incomplete” 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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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됩니다. Incomplete 이 실제 성적으로 변경되면 학생의 파일은 재평가 됩니다. 

편입 학점은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생의 수료 진척률 (ROP) 에는 포함됩니다.  

재수강 시에는 가장 최근의 학점만이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과목의 학점들은 처음 

또는 재수강에 상관 없이 ROP 계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연방정부 재정보조를 받지 않은 기간에 이수한 

모든 과목들이 포함됩니다.  

 

GPA 와 요구사항들 

Program    Satisfactory Progress    Graduation 

Bachelor of Arts 2.0 2.0 

Graduate Certificate 2.5 2.5 
Master of Arts 2.5 2.5 
Master of Divinity 2.5 2.7 
Doctor of Strategic Leadership 2.5 3.0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2.5 3.0 

 

 

2. 진행 비율 (ROP) 의 67% 누적 규칙 

이것은 프로그램 완료에 대한 진행 속도 (ROP) 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에서 수강한 모든 학점들 중 적어도 67%  이상은 수강완료하고 성적도 만족스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완료까지 허락되는 최대 기간 안에 요구된 충분한 학점을 이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강 학점수 (attempted credit hours) 를 취득 학점수 (earned credit hours) 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수강 완료한 학점수는 이수한 학점수, 편입된 학점수, W, WX, F 및 재수강 학점수가 포함됩니다. 

학생이 최소 RO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기에는 연방정부 재정지원 경고 또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경고를 받은 후 곧 ROP 를 최소 기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면, 학생은 학사정치 및 재정지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각 학기의 첫 번째 주 이후에 수강을 철회하면 비율 환산에 영향을 주지만, 첫 주에 수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누적 150% 규칙  

모든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최대 기간 프레임 (MTF) 은 연방 규정에 따라 150% 로 

제한됩니다. 연방정부 재정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완료에 허가되는 최대 기간 프레임 (MTF) 

은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완료에 요구된 학점이 180 인 경우 최대 기간은 270 

(180 x 1.5)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된 총 학점수가 72 인 경우의 최대 기간은 108 (72 x 1.5)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허락된 최대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점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최대 시간 프레임 진행 속도 측정은 매 학기마다 합니다. 최대 시간 프레임 진행률은 

총 취득 학점수를 총 수강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는 편입 학점들도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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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egular Hours     Maximum Hours      Maximum Years 

BA 180 270 6 
GCL 24 36 2 
MA 72 108 4 
MDiv 136 204 6 
DSL 84 126 6 
DMin 48 72 5 

 

 

실질적인 온라인 상호작용 지침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은 등록 된 모든 과목들에 정기적으로 로그인하여 그룹토의를 통해 동료 학생과 지도교수와 

실질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모든 과제물들을 마감일 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실질적인 상호 작용은 

일반적으로 CANVAS 의 3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토의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을 포함하는데, 

학생들은 적어도 1 번의 그룹토의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올리도록 하고, 2 명 이상의 학우들과 

지도교수에게 응답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토의 주제에 대한 주요 의견, 개인적인 

견해를 서면으로 제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상호 작용의 목적은 모든 참여자에게 주제 및 관련 

주제의 이해를 촉진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료 학우와 지도교수와의 의사 소통의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학생은 먼저 이전 프로그램을 취소한 후 다른 프로그램에 

입학하도록 합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수했던 공통 필수 과목의 학점들은 새 프로그램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 받는 학점들은 모두 평균 GPA 와 프로그램 진행률 계산에 각각 

포함됩니다. 또한, 인정된 학점들은 150% 의 최대 시간 프레임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이 적절한 

서명과 함께 ‘프로그램 변경’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Add/Drop 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해당 학기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이 같은 학위 과정의 두 번째 프로그램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 학사 학위 수료 후 다른 학사 

과정에 두 번째로 등록), 첫 번째 프로그램에 허락된 최대 기간이 남아있는 한 입학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예: 학사 학위 수료 후 석사 학위에 등록), 

그들은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결정을 위한 편입 학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교의 모든 과목들은 수강 

시기에 관계 없이 학생들의 GPA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과목들은 성적표에 반영될 것입니다. SAP 

상태는 연속으로 적용되지만, 각 프로그램의 최대 시간 프레임 (150%) 은 별도로 계산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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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학생이 프로그램의 필수 과목들 중에서 낙제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학생이 재수강한 수업에서 합격 점수를 받으면 첫 번째 낙제하였던 성적이 합격 점수로 대체되고, 첫 번째 

낙제 점수는 평균 GPA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제한 과목은 ROP 및 진행률 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재수강한 과목이 두 번째로 또 낙제하는 경우에는 낙제한 두 과목 모두가 평균 GPA 계산에 포함 

되며, ROP 및 진행률 계산에도 반영 됩니다. 

학생이 연방정부 재정보조 기금 (Title IV) 을 받는 경우에 낙제가 생기면, 학교는 재수강 과목에 대해 FFA 

기금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학생이 두 번 낙제하고 세 번째로 재수강을 반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 과목 등록금은 학생 개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낙제가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위의 규칙들에서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고 편지, 보호 관찰, 재정 지원 정지 및 항소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정지원과 경고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SAP) 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기에는 교무처에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재정 재정 지원 사무실로부터 경고 서한을 학생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는 

학생에게 학업 성취도가 양호하지 않음을 알리고, 따라서 경고 상태 및 재정 지원 자격이 상실 될 위험이 

있음을 알립니다. 경고 상태는 다음 학기까지 계속 됩니다. 학생이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재정 지원 경고 

상태에서도 연방 원조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통보를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처장과 

지도교수로부터 학문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정지원 학사경고 

학생이 경고 또는 재정지원 경고 후에도 학생들이 SAP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연방정부 재정지원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재정지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SAP 의 불충족으로 인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FIU 의 모든 장학혜택의 손실도 초래할 것입니다. 학생은 이제 

재정지원 유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자격 상실은 적어도 다음 학기에 대한 것이며, 학생이 최소 SAP 

표준을 다시 한 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학생에게 자격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게 경고가 

주어졌다고 느끼는 경우, 학생은 항소를 제기하고 학생처장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학교의 

SAP 위원회에 의해 검토 될 것이며, 승인 된 경우 학생은 새로운 학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도교수 

또는 학생처장과 만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새로운 계획에서 SAP 을 충족시키며 계속 진행하는 

동안 학사위원회는 재정지원 사무소와 계속 의사소통 할 것이며, 학기 별로 재정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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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새로운 학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판단 될 때까지는 재정지원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지원 학사경고의 예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SAP 표준은 최소 CGPA 2.0 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이 가을학기 말에 평균 GPA 가 1.93 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학생에게 경고가 전송될 것입니다. 

재정지원 학생의 경우라면 겨울학기에 대한 재정지원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겨울학기에도 평균 

GPA 는 1.85 로 더 떨어진다면, 재정지원 학생은 더 이상의 연방 재정지원 및 FIU 기금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음 봄학기에 학생은 학사위원회에서 정한 학업 계획을 따라야 하며, 봄학기에 걸쳐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은 재정 원조 없이 봄학기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평균 GPA를 

2.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SAP 를 다시 만족시킨 후에는 재정보조가 복원됩니다. 

 

3. SAP 항소 진행절차 

학사경고 편지와 함께 항의 양식이 학생들에게 보내지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항소는 직계 가족의 사망,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검증된 장기간의 질병 또는 SAP 표준을 충족시킬 수 

없도록 방해되는 심각한 상황 등의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ademic 

Appeal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작성된 항소 양식은 학생처장에게 증빙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SAP 위원회가 항소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한 학기에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학생은 학사위원회 담당자와 만나서 해당 학기의 학습 

계획을 명시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학습 계획은 학기 안에 어느 정도로 SAP 을 올리겠다는 

분명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학습 계획의 사본은 학사위원회와 재정지원 사무실에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SAP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해당 학기 말에 SAP 이 충족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항소 접수 마감일은 학기 시작 1 주일 전입니다. 

 

4. 학사정지 

학사경고 또는 재정보조 경고 조치 이후 다음 학기에서 학사 기준에 여전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두 학기 

동안의 학사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학생은 학사정지 상태를 서신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5. 재입학과 퇴교 

학생은 학사정지 기간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은 적절한 자문을 위해 지정된 

카운슬러와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입학원서를 학사 실천 계획을 요약한 서신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학생의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작성 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이 허락된 경우, 

학생에게는 재입학허가서가 발행 될 것입니다. 학생처장에 의해 특별 조건들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사정지 이후의 학기 또는 학기들에서 요구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생은 퇴교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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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지/퇴교 항소 

학사정지 또는 퇴교는 이에 대한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학생의 

학생처장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러한 결과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항소가 

받아들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처장의 결정은 최종적이 됩니다. 

참고: 학생이 학사경고, 학사정지 또는 퇴교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학생의 학업 성적 기록에 

영구적으로 표시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학사징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사경고 단계들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기별 GPA 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학생이 학기 중에 하나 이상의 "F"를 받는 경우; 또는 학생이 

4 학기 중 1 학기 이상의 학사경고에 해당하거나 행정적 수강철회에 처해진 경우. 이러한 학생은 즉각적인 

학사징계 또는 학사정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누적 된 ROP, CGPA 및 PACE 를 포함한 학생의 전체 학업 

기록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행정적 수강철회 (WX) 

학기 중 처음 2 주 동안 학급활동이 비활동 상태이거나 학기 중 3 주 연속적으로 학급활동에 비활동 상태인 

학생은 행정적 수강철회 (WX) 가 적용됩니다.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모든 과목에 대해 WX 를 받는 경우 

학생은 자동으로 학사 및/또는 재정지원 경고에 처하게 되고, SAP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항소를 

제출해야만 학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참조). 항소 서신에는 왜 학급활동에 비활동 상태였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성공적으로 학급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은 학교에서 퇴교 조치에 놓이게 됩니다. 

 

유학생의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CE 및 평균 GPA 를 유지하지 않는 F-1 비자 유학생은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으나 학사정지 기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방 재정 지원 정책이 아닌 학사 정책입니다. 

참고: 일부 프로그램은 만족스러운 GPA 요구 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연방 규정은 연방 기금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준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 기금의 적절한 종료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위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SAP 모니터링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SAP) 모니터링은 학교 전체가 포함된 활동입니다. 모니터링의 첫 번째 단계는  

지도교수입니다. 지도교수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개별 학생들에게 연락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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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기의 첫 2 주 이내에 학생들에게 일종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교육 기관의 요구 

사항입니다. 또한, 온라인 과목의 지도교수는 학기의 첫 7 주 이내에 각 학생들과 적어도 4 개 이상의 

실질적인 상호 작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책임자 

학교는 CANVAS 의 Analytics 와 Gradebook 기능을 활용하여 각 개별 학생의 학업 활동을 확인하는 규정 

준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급 활동은 적어도 각 학기의 셋째 주 안에 한 번 이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학기의 각 주에 대한 학생의 학업 활동을 기록할 것이고, 셋째 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행정적인 수강 취소를 실행하게 됩니다. 비활동적인 학생은 이 위험을 알리고 의사 

소통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자 및 학생처장에게서 전화 통화 또는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학업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도 규정 준수 책임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의 샘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rom: Compliance Office 

Sent: Tuesday, October 25, 5:15 PM 

Subject: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Compliance - TH5311  

To: John Doe 

Cc: Professor Steward, Dean of Students, Registrar’s Office 

 
Dear Student, 
Upon reviewing your academic progress for this quarter, I noticed that you have not 
been regularly interacting with your professor according to the syllabus 
requirements for the following course TH5311 (lack of activity). 
It is vital that you stay consistently active during the quarter. 

 

Please contact your professor-of-record as soon as possible and let them know 
what is happening. We truly want you to succeed. Faith Seminary requires all 
students to participate regularly and actively in online courses.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an Administrative Withdrawal from the cours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규정 준수 책임자는 학기의 다음 3 주 이내에 모든 학생의 수업 활동을 다시 확인하여, 모든 학생이 학기의 

처음 6 주 이내에 최소 2 개의 활동 모니터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기 종료 전에 학업 활동 

점검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학생 처장은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뒤쳐져 있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비참여로 인해 행정적으로 수강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학생이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강제 수강 취소의 날짜 및 사유의 통지를 책임자 또는 

학생처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학생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R2T4 을 접수하여 반환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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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금은 강제 수강 취소의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학기별 검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정 지원 사무소 또는 규정 준수 책임자는 학생이 최소 SAP 표준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급 기간 (학기) 이 끝날 때 모든 학생의 SAP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또는 퇴교 통지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정책 참조).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은 학생이 학기 말에 (과제의 점수에 관계 없이) 수업 요구 사항의 최소 60%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학기  

기간 동안 최소 60%의 수업에 참석한 경우에는 R2T4 를 접수하여 교육부로 반환해야 하는 자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로 자금을 학기 종료 후 30 일 이내에 반환하게 됩니다. 

 

수강 취소가 재정 지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방 규정에는 학생이 연방 지원이 부여된 전체 기간 동안 교육 기관에 참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Title 

IV 재정 보조 기금 (교부 금 또는 대출) 을 받게 됩니다. 학생이 의료를 포함한 어떤 이유로든 모든 수강 

과목들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원래 지급 예정이었던 Title IV 자금의 전체 금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Title IV 자금 반환 (R2T4) 은 학생이 등록 된 시간에 비례하여 재정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학기의 60%가 완료되면 학생은 모든 재정 지원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FIU 는 학생이 출석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출석을 중단한 날짜를 기준으로 Title IV 원조의 반환 또는 비 

반환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 법률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이 취득한 연방 재정 지원의 양을 계산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 완전한 수강 취소가 있거나, 

• 학기 종료 이전에 출석을 중단하거나, 

• 지불 기간 중 part-time 이하로 수강 취소가 이뤄지는 경우 

이 계산에 기초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고 학기 중에 수업을 완료하지 않는 FIU 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원조의 일부를 상환하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출석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재정 

지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공식 수강 취소에 관한 학사 규칙은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IU 의 수업료/수수료 환불 정책은 연방 규정에 의한 반환금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생이 

수업료/수수료 환불을 받는 여부는 연방 원조 프로그램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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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가능한 보조 계산 방법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은 수업에 등록함으로 인해 원조를 ‘수령’해야만 합니다. 학생이 수령하는  연방 

재정 보조 지원의 양은 비례 기준의 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학기 중에 등록 된 모든 FIU 수업을 

취소하거나 완료하지 않는 학생은 수여 된 재정 지원 중 일부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FIU 는 학생의 ‘수령된’ Title IV 원조의 비율과 원조 프로그램에 반환해야 하는 부분의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규정은 학교가 학생의 완전한 수강 취소를 결정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는 계산 후 45 일 이내에 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R2T4 계산 과정과 자금의 반환은 재정 

지원 사무소에 의해 완료됩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연방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원조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획득한 비율은 취소일까지 완료된 날짜 수와 동일하며, 지급 기간의 총 날짜로 나눈 것이 됩니다.  

• 학생의 지급 기간은 학기 전체 기간입니다.  

• 획득되지 않은 비율은 100%에서 획득한 비율의 값을 뺀 것이 됩니다.  

 

학업 관련 비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업 관련 비용들은 연방 학생 원조에서 FIU 가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Title IV 프로그램 기금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학업 관련 비용들을 먼저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산에 포함된 학업 관련 비용은 수강 취소 전까지의 학기에 대한 학생에게 부과된 요금입니다. 

입학원서 접수비는 학업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서 제외됩니다. 학생의 학업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업료와 수수료, 숙박 비용 및 학교에 직접 지불하는 기타 교육 경비에 대한 요금으로 정의 

됩니다.  

FIU 는 책 그리고 기타 준비물들 비용을 학업 관련 비용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이 FIU 및 

FIU 와 제휴하지 않은 편리한 곳에서 이러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조로 학생들이 이러한 

필요한 것들은 적시에 자료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업 관련 비용이 높을수록 R2T4 경우 학교에 의해 반환되야 하는 원조의 양이 커집니다. 

 

R2T4 계산의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예에서는 학생의 학업 관련 비용이 Title IV 프로그램에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 사용된 비용에는 실제 대학 요금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 학생 A 는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학생입니다. 학기 기간은 09/26-12/9 입니다. 학생의 수강 취소 날짜는 

11/1 입니다. 이 학생의 재정 지원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Pell $1938.00  

• Federal Unsubsidized Direct Stafford Loan $2,000.00 

• Federal Subsidized Direct Stafford Loan $1,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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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Aid $5,105.00 

학생에게 환급된 금액 $0.00 

학생 A 가 11/1 에 수강 취소를 하였고, 이 시점은 학기 총 일수 68 일 중 36 일입니다.  

• 36/68 = 0.53% of Title IV funds earned by the student. 

• Title IV funds = $5105.00. 

• $5105.00 X 0.53% = $2705.65 in Title IV funds earned. 

• Title IV funds to be returned: $5105.00 - $2705.65 = $2,399.35. 

학교는 $2000.00을 Federal Unsubsidized Loan Program 에 반환하고, 나머지 $399.35는 Subsidized Direct 

Loan program 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수강 취소의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정 원조 목적을 위해 수강 취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식 및 비공식.  

 

공식적인 수강 취소 

학생에 의해 FIU 에서 수강을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공식적인 수강 취소는 학생이 웹 

사이트에서 Drop/Add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로 보낼 때 발생합니다. 수강 취소에 규정은 FIU 온라인 

Academic Catalog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수강 취소 

연방 재정 보조 규정에 의하면 학생의 수강 취소로 인해 성적을 Withdrawal (W) 을 받은 경우 또는 학생이 

학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의 행정적인 수강 취소 (WX) 로 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교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결정해야 하는데, 늦어도 등록이 진행되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강 취소 날짜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학업 관련 활동의 날짜입니다. 

 

수강 취소일의 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연방 재정 지원의 반환 계산에 사용되는 수강 취소 날짜는 공식적으로 Drop/Add 양식에 표시 된 

실제 날짜입니다. 학생이 FIU 에 알리지 않고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강 취소 날짜는 지도교수가 

보고한 가장 최근의 학업 활동 날짜입니다.  

온라인 수강자의 경우에 대한 출석을 문서화하려면 단순히 CANVAS 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수업에 참여했거나 학문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온라인 토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강좌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교수진과 연락을 시작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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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60%를 완료하기 전의 수강 취소  

학생이 연방 원조가 지급 된 기간의 60%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재정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의료 포함) 또는 비공식적으로 취소한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 

됩니다. 

 

학생이 출석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재정 지원을 받지만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행정적으로 수강 취소가 진행되고, WX 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2 주 동안 활동하지 않았거나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기에 지급된 모든 재정 지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학기말에 모든 성적을 “F”로 받는 경우  

재정 지원은 학생이 연방 지원이 지급 된 전체 기간 동안 FIU 에 출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여됩니다.  

학생들이 학기의 모든 수업에서 F 를 받는 경우, 지도교수에 의해 보고된 가장 최근 날짜의 학업 관련 활동 

날짜에 따라 반환이 처리됩니다. FIU 는 연방 프로그램에 계산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회계 계정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학생은 모든 잔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생이 60% 

날짜를 지나서 FIU 의 수업 또는 학업 관련 활동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은 지급된 재정 

보조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은 부과된 다른 모든 요금들에 대한 납부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FIU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이외에 출석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기록이 있다면 학생은 교무처에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기 마지막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에 대한 재확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학업 관련 활동의 정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업과 관련된 활동의 예는 수업에 출석하여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의 기회들 또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래에 설명된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참여 증명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학생과 지도교수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의 기회가 있는 FIU 의 수업에 출석하는 것 

• 학업 관련 과제물 제출하는 것 

• 시험 응시 또는 컴퓨터를 통한 직접적인 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 

• FIU 가 지정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 

• 학업과 관련한 주제에 관해 온라인 그룹토의에 참여하는 것 

• 학업과 관련한 질문을 지도교수에게 전하기 위한 연락 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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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교에서 증명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출석에 대한 자체 인증 서류 

• 적극적인 참여 없이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만 한 경우 

• 학업 상담 또는 조언에 참여한 경우 

 

출석 상황과 자격 재심사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하나의 과목에 출석을 시작했지만 다른 과목들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의 수강 취소가 

처리된 상황이라도 학교는 학생의 Pell Grant 와 모든 Title IV 펀드의 자격을 재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학생이 수강 취소를 한 경우에는 Title IV 펀드의 반환 계산을 수행하기 전에 이 

자격 재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강 취소를 한 학생이 part-time 등록 상황에 밑도는 경우 학교는 학생이 

취소한 이후의 Direct Loan 을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펀드는 반환 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원 상환 통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방 및 기관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통지는 재정 지원 사무실에서 학생의 주소로 우송됩니다. 

FIU 는 해당 연방 및 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학생을 대신하여 자금을 반환한 후, 학생의 회계 계정에 청구할 

것입니다. 회계 사무실은 모든 요금을 반영하는 고지서를 포함하는 이메일 통지를 학생에게 보내고, 청구 

금액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달 말에 학생의 주소로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게 됩니다. 학생은 

Title IV 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요금과 초과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및 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환:  

연방 규정 및 제도적 정책에 따르면 학생이 학기 중 60% 출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융자 

프로그램들에 대한 상환의 책임이 있으며, 반환금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반환 처리가 될 것입니다: 

• Federal Direct Loans: Unsubsidized 

• Federal Direct Loans: Subsidized 

• Federal Direct Grad PLUS Loans 

• Federal Direct Parent PLUS Loans 

• Federal Pell Gr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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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T4 과정에 관한 학교 및 학생의 책임  

Title IV 기금의 반환에 관한 FIU 의 책임:  

• 각 학생에게 본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식별하고 Title IV 기금 (R2T4) 반환의 계산을 완료하는 것; 

• 학생에게 R2T4 계산의 결과와 필요한 기금의 반환 때문에 FIU 에 빚진 잔액을 알리는 것;  

• 반환해야 하는 Title IV aid 는 반환하고, 해당 되는 경우 대출자의 연방 대출 기금에 학생의 수강 취소 

일자를 통지하는 것; 

• 해당 되는 경우, 학생 및/또는 차용 기관에게 추후 기금 지급의 취소에 대해 통지하는 것.  

Title IV 자금의 반환에 대한 학생의 책임:  

• Title IV 기금 (R2T4) 반환 정책 및 수강 취소 방법이 Title  IV 원조의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  

• Title IV aid 의 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FIU 의 미결제 잔액을 납부하는 것;  

• Title IV 보조금의 과다 지급으로 미국 교육부에 대한 환급을 이행하는 행위. 

 

수강 취소 이후 반환 결정 단계  

FIU 는 학생의 수강 취소를 결정한 날짜로부터 180 일 이내에 수강 취소 이후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환금은 사용 가능한 Grant 기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FIU 는 수강 취소를 한 학생에게 직접 

반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FIU 는 수강 취소 반환금 인출 후 지출로 대출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PLUS 를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업료와 수수료들은 학생들의 허락 없이 수강 

취소후 지급에 대한 Title IV 에서 직접 지불될 것입니다. 이는 미결제 금액까지 허용됩니다.  

FIU 는 학생이 수강 취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출금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학생 

또는 부모에게 PLUS 대출을 통지해야 합니다. (FIU 가 제공 해야 하는 정보는 FSA HB 6 월 2012 5-85 

참조). 응답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FIU 는 응답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FIU 는 수강 취소 이후의 반환에 대해서는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종료 상담 정책 

연방 학생 원조를 받은 학생은 아래의 날들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료 상담 (Exit Counseling) 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 과목들의 수강 취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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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time 미만으로 등록하는 날 

• 휴학으로부터 복학하지 않은 날 

• 미출석으로 인하거나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를 보이지 못하여 처리된 행정적 수강 취소의 날 

• 무단결석의 21 일째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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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NS BENEFIRS 

VETERANS BENEFITS 

재향 군인 혜택 및 취업  

FIU 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은 Montgomery GI Bill®, Active Duty/Selected Reserves and Survivors’ and 

Dependents’ Education Assistance Program, VA Vocational Rehabilitation, Post 9/11 GI Bill®, and 

Tuition Assistance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군인 헤택 

자격 상태에 따라 다르며 또 다르게 관리됩니다. 이에 관한 일반 정보는 본교의 VA 담당자 

(jwheeler@faithseminary.edu 또는 내선 120) 에게 문의하십시오.  

GI Bill® 교육 혜택을 신청 하려면, 미국 재향 군인부국에 전화하여 재향 군인 혜택 상담원에게 문의하거나 

(888.442.4551), 또는 웹사이트 http://www.benefits.va.gov/gibill/apply.asp 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미국 재향 군인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교육 혜택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A 는 교육 혜택의 지급에 대한 적격성과 혜택의 규모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귀하가 혜택을 신청하고 나면, VA 는 귀하의 적격성을 결정한 후 귀하에게 자격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본교에 이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DD-214 

사본을 제출합니다. 학생은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재향 군인과 가족들의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학위 과정의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교 정책에 따라 VA certification 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7 일 후에 전자적으로 제출됩니다. 

GI Bill®는 U.S. 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VA) 의 등록상표입니다. VA 가 제공하는 교육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benefits.va.gov/gibill/apply.asp 의 미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enefits.va.gov/gibill/apply.asp
http://www.benefits.va.gov/gibill/appl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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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에서 개인 안전 및 교내의 보안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캠퍼스 관리자는 캠퍼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캠퍼스를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좋은 보안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개인 및 학교를 보호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위협을 감지한 경우 

• 상황을 살핀 다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합니다. 

•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도록 합니다. 위협이 얼마나 응급한 것인지, 얼마나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거리를 건너 위험에서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걷는 

속도를 내도록 합니다.  

• 조명이 잘 된 공공 장소에 가서 즉시 경찰에 전화하도록 합니다.  

• 위협이 응급하다고 생각되고 근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소리 또는 비명을 지르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끌기 위해 소동을 만들도록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전화하도록 합니다. 

• 범죄의 잠재적인 위협을 피하고 나면 경찰과 캠퍼스 보안에 대해 알리도록 합니다.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있는 상황들 

• 총소리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음, 비명, 위험 또는 불법 행위를 암시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음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911 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 현재 범죄가 발생 중이거나 이미 발생된 듯한 상황, 즉 열려있거나 깨진 문이나 창문. 

• 주차 된 차량에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  

• 야간에 불이 꺼진 채로 주차장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차량. 

 

캠퍼스에서 혼자 걷는 경우 

•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힘차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 밤에는 학교에서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혼자 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매일 같은 경로로 걸어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 잠긴 문에 접근할 때는 키를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 택시 또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하게 내부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도록 합니다.  

• 가능한 한 조명이 잘 된 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 아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주변 환경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에 민감하도록 합니다.  

•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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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안전  

• 차량에 접근할 때 자동차 키를 미리 준비하고, 아무도 내부에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조명이 완비된 지정 주차 구역에 주차하도록 합니다.  

• 모든 귀중품을 차량의 트렁크에 보이지 않게 보관하도고 합니다.   

• 항상 차를 잠그도록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한 장소로 피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911 으로 전화하도록 합니다! 

 

범죄 보고 및 통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 통계의 연례 공개 

Cleary Act 법은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이 보안 정책과 범죄 통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요구 

합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에 인접한 도시의 거리와 재산에 발생한 

범죄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 경찰로부터 요청됩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모든 학생 및 직원에게 

공개 가능합니다. 인쇄본의 경우 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이 보고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도 있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배포됩니다. 보고서는 매 년 10 월 1 일에 제출되며, 최근 3 년 보고 

기간 동안 특정 범죄 통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 외에도 본교에 대한 범죄 통계를 교육부로도 

보고하는데, 이것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ces.ed.gov/collegenavigator/?q=Faith&s=WA&id=443049  

범죄는 피해자, 증인, 다른 제 3 자 또는 범죄자에 대해 캠퍼스 보안 요원이나 지역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 때 보고됩니다. 범죄 보고서에 대한 공개는 학교가 범죄 자체에 개인 또는 학교가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것과 상관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경찰 또는 교재 자체의 조사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알려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 될 것입니다.  

 

범죄 신고  

실제 범죄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즉시 911 을 호출하도록 합니다.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들은 모든 범죄 및 공공 안전 관련 사건을 적시에 학생 교무처로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주차장, 차량 주변 사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 또는 응급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911 를 호출하여 최대 및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합니다. 캠퍼스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밀 보고 절차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이고 대학이나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리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경우, 당신은 

여전히 기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허락 하에 캠퍼스 보안 담당은 귀하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밀 보고서의 목적은 캠퍼스  

https://nces.ed.gov/collegenavigator/?q=Faith&s=WA&id=4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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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동안, 문제를 기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희망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대학은 학생들과 관련된 사건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위치, 

방법 또는 가해자에 대한 범죄 패턴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캠퍼스 커뮤니티에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된 보고서는 해당 기관의 연례 범죄 통계에 포함되고 공개됩니다.  

 

범죄 정의  

다음은 보고가 필요한 범죄와 그 정의입니다. 정의는 연방수사국 (FBI) 의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UCR) 에 의한 것입니다.  

• Murder/ Non-Negligent Manslaughter: the willful (non-negligent) killing of one human being by 

another. NOTE: Deaths caused by negligence, attempts to kill, assaults to kill, suicide, accidental 

deaths, and justifiable homicides are excluded. 

• Negligent Manslaughter: the killing of another person through gross negligence. 

• Sex Offenses–Forcible: Any sexual act directed against another person, forcibly and/or against that 

person’s will; or not forcibly or against the person’s will where the victim is incapable of giving 

consent. 

• Forcible Rape: is the carnal knowledge of a person, forcibly and/or against the person’s will; or not 

forcibly or against the person’s will where the victim is incapable of giving consent because of 

his/her temporary or permanent mental or physical incapacity (or because of his/her youth). 

• Forcible Sodomy: is oral or anal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person, forcibly and/or against 

that person’s will; or not forcibly and/or against the person’s will where the victim is incapable of 

giving consent because of his/her youth or because of his/her temporary or permanent mental or 

physical incapacity. 

• Sexual Assault with An Object: is the use of an object or instrument to unlawfully penetrate, however 

slightly, the genital or anal opening of the body of another person, forcibly and/or against that 

person’s will; or against the person’s will where the victim is incapable of giving consent because of 

his/her temporary or permanent mental or physical incapacity. 

• Forcible Fondling: is the touching of the private parts of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sexual 

gratification, forcibly and/or against that person’s will; or, not forcibly and/or against the person’s 

will where the victim is incapable of giving consent because of his/her youth or because of his/her 

temporary or permanent mental or physical incapacity. 

• Sex Offenses Non-Forcible: unlawful, non-forcible sexual intercourse (limited to incest and statutory 

rape). 

• Incest: is the non-forcible sexual intercourse between persons who are related to each other within the 

degrees wherein marriage is prohibited by law. 

• Statutory Rape: is the non-forcible sexual intercourse with a person who is under the statutory age of 

consent. 

• Robbery: the taking or attempting to take anything of value of the care, custody, or control of a person or 

persons by force or threat of force or violence and/or by putting the victim in fear. 

• Aggravated Assault: an unlawful attack by one person upon another for inflicting severe or aggra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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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ily injury. This type of assault is usually accompanied using a weapon or by means likely to produce  

    death or great bodily harm.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injury resulted from an aggravated assault when 

a gun, knife or other weapon is used which could or probably would result in a serious potential injury 

if the crime were successfully completed. 

• Burglary: the unlawful entry of a structure to commit a felony or a theft. For reporting purposes this 

definition includes: unlawful entry with intent to commit a larceny or a felony; breaking  

• and entering with the intent to commit a larceny; housebreaking; safecracking; and all attempts to 

commit any of the above crimes. 

• Motor Vehicle Theft: the theft or attempted theft of a motor vehicle. (Classify as motor vehicle theft 

all cases where automobiles are taken by persons not having lawful access, even though the vehicles 

are later abandoned – including joy riding). 

• Arson: the willful or malicious burning or attempt to burn with or without intent to defraud a 

dwelling house, public building, motor vehicle or aircraft, or personal property of another kind. 

 

왼쪽에 나열된 범죄와 함께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체포 및 교내 징계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1. 주류법 위반: 주류와 관련한 제조, 판매, 운반, 공급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적인 음주 

장소 유지; 주류 밀매; 미성년자 또는 알콜 중독자에게 주류 공급; 주류의 불법 운송을 위한 차량 사용; 

기차 또는 공공 교통 수단 안에서의 음주. (음주 운전은 이 정의들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마약 남용 위반: 마약 약물의 불법 소유, 판매, 사용, 제조 및 제작에 관한 주 및 지방법 위반. 관련 물질은 

아편 또는 코카인 및 이것의 파생물질들;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마리화나; 합성 마약물 (Demerol, 

메타돈); 그리고 위험한 비 마약 약물 (Barbiturates, Benzedrine).  

 

3. 무기법 위반: 무기를 다루는 법률이나 규칙 위반, 자연의 규제 등 곧 치명적인 무기의 제조, 판매 또는 

소지; 무기의 운반 및 은폐 또는 공개적 소지; 미성년자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  

 

 

여성 폭력 행위 법 (VAWA)  

목적 및 요약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대학의 프로그램들과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괴롭힘, 착취 또는 

협박이 없는 분위기에서 함께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과 대학의 정책을 모두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보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대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고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책 범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AWA 정책은 모든 FIU 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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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행위 및 정의 

여자 보호법 (VAWA) 을 준수하기 위하여 VAWA 정책은 성희롱, 가정 폭력, 폭력, 성폭행 및 아래에 정의 

된 기타 행위를 금지합니다: 

성희롱은 불쾌한 성적 요구, 언어적, 비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로 정의됩니다. 성희롱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용 또는 교육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 또는 교육 성과를 분명하게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성희롱에는 성폭력 (아래 정의 참조) 이 포함됩니다. 본교는 VAWA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정책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고에 응대할 것입니다. 성희롱에는 교수, 교직원 또는 기타 직원, 학생 또는 제 3 자 

(공급 업체, 계약자 및 방문자 등) 를 포함한 대학 커뮤니티 회원 간의 사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계층 관계, 동료 간, 또는 동성 또는 이성 간의 개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행위가  

성희롱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하여 전체 및 상황의 총체적 행위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물리적 성행위로 정의됩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강간, 폭력,  가정 폭력, 폭력적인 데이트 그리고 스토킹을 포함합니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의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피해자와 함께 자녀를 낳은 사람;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 또는 배우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관할 지역의 가정 폭력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보호 받는 성인 또는 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저지른 모든 중죄 또는 경범죄로 정의됩니다. 

폭력 데이트는 피해자와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지른 학대로 정의됩니다.  

성추행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이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의 성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이 행위에는 물리적 힘, 폭력, 위협 또는 협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의를 무시하고 마약 

또는 알코올의 사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중독을 유발하여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발적 중독 

포함).  

강제 성폭행은 강제 및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뤄지거나 또는 피해자가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 강제 성폭행은 불법적인 비 강제적 성관계로 정의됩니다. 비 강제 성폭행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근친 상간은 법률에 의해 결혼이 금지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 강제 성관계입니다.  

• 미성년자 성관계는 미성년과의 비 강제 성관계입니다.  

‘확인된 동의’는 상호 합의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한 긍정적이고 분명하며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 위협 또는 협박 없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동의는 행위에 

있어 자발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것이 다른 경우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또는 이전의 데이트  

상대자나 성적인 관계자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행위의 동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성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상황에서 재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철회되면 성적 행위는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능력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동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폭력, 신체 부상 또는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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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강압적인 대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이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 상태는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무의식, 수면 및 졸도의 상태를 포함하며,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알코올나 약물이 관여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이 사람의 의사 결정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좌우할 지 여부에 의해 

판단됩니다. 마약이나 술에 취한 것이 동의를 얻는 것의 책임을 약화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이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합의된 관계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AWA 정책은 불쾌한 성적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FIU 의 회원 간의 낭만적인 관계는 FIU 정책 중 직원 

및/또는 학생 핸드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된 낭만적인 관계는 문제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지만, 관계가 변경되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혐의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성향 차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별 또는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당하거나 고용 또는 학과 서비스에 차별을 받는 것은 차별 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FIU 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인에 근거한 차별은 성희롱과 구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직장이나 

학업 환경의 적대적인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한 적대적인 환경이 존재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학은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 

행위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신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U 의 모든 회원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VAWA 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를  교내 감독자, 

관리자 또는 Title IX 담당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직원 및/또는 학생 핸드북에 명시된 대로 해당하는 불만 제기 또는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불만 사항이나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 또는 고충 제기는 Title IX 담당자에게 성희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주장하는 불만 또는 고충 제기는 신청에 대한 시간 제한을 포함 

하여 해당하는 불만 제기 해결 또는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일반적으로 접수하는 사람이 괴롭힘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관리자, 감독자 또는 지정 된 다른 

직원에게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감독자 및 지정 된 직원은 보고서를 받았을 때 성희롱 

신고서를 검토하고 조사하도록 지명 된 Title IX 담당자 또는 기타 적절한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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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보고 또는 대응을 담당하는 관리자, 감독자 또는 

지정 된 직원은 이를 중지시키거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고는 행위가 발생한 후 가능한 빨리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보고를 통해 

FIU 가 응답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구제 및/또는 조치 제공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모든 사건은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가 지연되면 FIU 가 조사를 수행하거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신고를 한 개인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 취한 조치가 VAWA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별도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가해자에게 부과된 

징계 제재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신고의 해결과 관련된 

불만사항은 EEOC 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날, 

VAWA 정책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조사 또는 기타 해결 절차가 시작된 날, 또는 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신고에 대한 대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는 사건이 교내 안이나 밖에서 발생한 여부와 본교 프로그램과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학생 또는 

직원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라는 보고를 받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권리와 옵션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합니다. 

교무처는 조사 완료 후 14 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진술서는 

미국 우편 시스템의 수령 확인 시스템을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보내집니다. 조사 결과 진술서에는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대학에서의 고용 종료 또는 퇴학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 

또는 징계 조치가 포함됩니다. 징계 조치는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학생 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징계 

결정은 대학 카탈로그에 있는 학생 행동 강령의 조건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학교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견되면,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해결책과 해결 절차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면으로 불만의 결과와 항소에 대해 통보될 것입니다. 

 

보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AWA 정책은 성희롱, 성폭력 또는 기타 유형의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 또는 VAWA 불만을 제기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또는 조사 또는 조사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보복에는 

위협, 협박, 보복 및/또는 고용 또는 교육과 관련된 불리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주변인 개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U 는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위험이 있을 때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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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지원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U 는 법과 학교 정책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신고에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고는 학교 공동체에서 개인에 대한 매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만, 사건 보고를 위해서 공공 기록에 대한 액세스 및 

개인 정보 공개에 관한 학교 정책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록 작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은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 FERPA 는 미국 교육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1. FIU는 액세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교무처로 확인하고자 하는 기록을 서면을 통해 요청하도록 합니다. 해당 FIU 담당자는 

이를 준비하고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학생에게 알립니다. 

2.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교육 기록의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FIU 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FIU 가 학생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FIU 는 학생에게 결정을 통보하고 

수정 요청 관련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학생에게 알립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의 교육 기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학생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FERPA 는 학교가 특별한 상황에서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공개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의 FERPA 규정 요약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기록이 공개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직원들;  

2. 학생이 전학하려는 학교;  

3. 감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지정된 관계자;  

4. 학생의 재정 지원과 관련한 관계자;  

5. 학교를 위하여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6. 인가 기관;  

7.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행 된 소환장 준수;  

8. 보건 및 안전 비상 사태 경우의 관계 공무원;  

9. 주법에 따라 청소년 사법 제도 내의 주 및 지방 당국;  

10. 주소성명록 정보(아래 단락 참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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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PA 는 다음을 주소성명록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목록; 

이메일 주소; 사진; 생년월일 및 출생지; 학위 과정; 출석 일자; 학년; 등록 상태 (예: 학부 또는 대학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가장 최근의 수학 기관의 이름.  

다음은 주소성명록의 정보로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회 보장 번호, 시민권, 성별, 종교 선호도, 

성적, GPA. 

참고: FERPA 에 따라 학생들은 주소성명록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이메일 또는 서명된 서신을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pting out”). 이것이 접수되면 FIU 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기관 사무실 (registrar@faithiu.edu 또는 내선 132) 에 문의하십시오.  

FERPA 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ed.gov 에서 더 확인하기 바랍니다. 

 

VAWA 정책 위반에 대한 직원 징계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U 는 VAWA 정책의 입증되거나 인정된 위반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모든 학교 

직원과 관련하여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VAWA 정책 위반이 발생했다는 판정에 따른 징계 조치에는 무급 휴무, 근무 일정 변경, 위반 내용에 따른 

교육, 추후의 재취업 기회 없는 고용 종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IU 는 단독 재량에 따라 위반 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징계 조치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Title IX 담당자에 의해 전달됩니다. 

이 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추가 시행 정보 

연방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 는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불법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시민 권리를 위한 미국 교육부 (OCR) 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학생들의 불법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중립적인 사실 찾기 역할을 하고 당사자와의 

분쟁의 자발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EOC 또는 OCR 의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Title IX 책임자  

Title IX 관리자: John Wheeler, Vice President of Student Services (253) 752-2020, 내선 번호 120, 

jwheeler@faithiu.ed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ed.gov/
mailto:jwheeler@faithseminar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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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성범죄 예방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는 성폭력 예방에 전념하고 있으며, 강간, 지인 강간 및 기타 강제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학대로 

간주되거나 학대 관계에 있는 경우 수행할 일, 그리고 개인 안전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loveisrespect.org/ 

 

성범죄자 레지스트리  

2000 년 ‘캠퍼스 성범죄 방지법’'에 따라 아동 및 성폭력 범죄자 등록법, 진 클레리법, 1974 년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본교 보안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링크를 제공합니다:  

http://www.dpscs.state.md.us/onlineservs/socem/default.shtml 

http://www.nsopr.gov 

 

‘캠퍼스 성범죄 예방법’은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성범죄자들이 주 성범죄자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학교의 규칙 집행 기관에 통보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시행 정보  

연방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 는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불법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시민 권리를 위한 미국 교육부 (OCR) 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학생들의 불법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중립적인 사실 찾기 역할을 하고 당사자와의 

분쟁의 자발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EOC 또는 OCR 의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Timely Warning 

캠퍼스 안팎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및 기타 캠퍼스 비상 사태에 대한 정보, 즉 학교 캠퍼스 안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캠퍼스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인 또는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Timely Warning”이 

경고됩니다. 경고에 포함된 정보에는 사고 유형, 사고 위치, 사건 날짜 및 시간 및 캠퍼스 커뮤니티가 

대응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보 배포는 이메일 및 서면 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고는 피해자를 돕거나 비상 사태를 억제, 대응 또는 완화하려는 노력에 지장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dpscs.state.md.us/onlineservs/socem/default.shtml
http://www.nsop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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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꽃놀이, 폭발물 또는 무기 소지  

FIU 는 학교에서 1,000 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무기 소지를 다루는 워싱턴 주의 법령을 준수합니다. 학생 

또는 캠퍼스 방문자가 이 법령 중 아래의 어느 한 가지 경우라도 관여된다면 퇴학, 해고 및/또는 형사 

처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교내 또는 학교 후원 행사의 모든 장소에서 다음의 무기를 사용, 소유, 배포하는 경우:  

• 작동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페인트볼 총, BB/펠릿 건, 감자 총, 공기 소프트 건의 사용 또는 소지;  

• 칼날 길이가 2 인치 이상 되는 칼;  

• 직선 가장자리 면도기 또는 면도날;  

• Straight edge razor 또는 razor blade; 

• 스프링 스틱;  

• 야구 방망이, 골프채 또는 몽둥이 형태의 무기;  

• Nun Chaka, nun chuck, cunckaku, shuriken; 

• 던지는 별 또는 동양 다트;  

• 전기 충격총 또는 테이저;  

• 모든 파괴 장치, 기폭장치, 폭발물, 방화, 과압 장치 또는 폭발성 물질.  

• 유효한 총기 소지 허가증 또는 은폐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한다고 해서 학생이 

이 정책의 조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학자금 대출 데이터 시스템 (NSLDS) 에 관한 정보 공개  

공개 요구 사항: 적절한 출판물, 우편물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공개됩니다.  

학생과 학생의 부모는 Ttitle IV, HEA 대출을 입력하면 대출 관련한 데이터가 전국 학생 대출 데이터 

시스템 (NSLDS) 에 제출되며, 보증 기관과 대출 기관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고지될 

것입니다. NSLDS 개인 정보 보호 영향 평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ed.gov/notices/pia/nslds_111607.pdf 

전국 학자금 대출 데이터 시스템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slds.ed.gov/nslds/nslds_SA/ 

 

네트워크 사용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네트워크는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FIU 의 임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 네트워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단 네트워킹 장비 (예: 라우터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 등) 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및 배선은 의도한 용도 이상으로 수정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https://www2.ed.gov/notices/pia/nslds_111607.pdf
https://www.nslds.ed.gov/nslds/nslds_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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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다른 네트워크 장치에 IP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용자의 

연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네트워크 사용자는 본교 정보 기술 서비스 (ITS) 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캠퍼스 커뮤니티 외부 

사람에게 네트워크 액세스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 이름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예 훼손, 음란 또는 외설적일 수 없습니다.  

• 연방법에서는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전송 (공유) 을 

금지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원본 저작물, 소프트웨어, 영화 및 음악 포함) 은 저작권 소유자의 

서면 허가 없이 로컬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없습니다. 미국 규정에 의하면 Title 17 과 Title 18 에 따라 

처벌은 첫 번 범죄에 대한 민사 책임에 최대 $ 150,000 및 최대 5 년 수감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FIU 는 KaZaA, Napster, Gnutella, FreeNet, WinMX, Morpheus, AOL Messenger-AIM, MSN 

Messenger, ICQ 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학교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장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FIU 는 학교에 유해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려는 시도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FIU 는 사용자가 모든 네트워크에서 승인되지 않은 SMTP, DHCP 또는 디렉터리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거나 오작동하거나 손상되었거나 잘못 구성된 장비는 사전 통보 

없이 네트워크에서 비활성화 됩니다.  

• 학교 IP 주소에 도메인을 무단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FIU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취약점을 탐지 및/또는 악용하는 데 사용되는 승인되지 않은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는 

금지됩니다. 전자 또는 다른 형태의 통신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는 

의도에 관계 없이 금지됩니다.  

•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면 퇴학을 포함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 는 고용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불법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시민 권리를 위한 미국 교육부 (OCR) 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학생들의 불법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중립적인 사실 확인 역할을 하고 당사자와의 분쟁의 

자발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EOC 또는 OCR의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워싱턴 주 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웹상트에서 이 주에서의 유권자 등록을 하기 바랍니다: 

https://weiapplets.sos.wa.gov/MyVote/#/login 

타주 학생/거주자는 거주 지역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eiapplets.sos.wa.gov/MyVote/#/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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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RIGHTS & 

RESPONSIBILITIES 
머리말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다음의 진술은 대학 규칙이 구축되는 철학적 기반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철학은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학생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고유 권리와 

함께 책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학생은 자유로운 의견에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미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언론, 표현, 청원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축소하는 대학 규칙이나 행정 규칙은 없어야 합니다.  

2. 각 학생은 차별, 인종차별, 피부색, 국가 또는 민족, 종교, 성별, 장애, 연령, 성적 취향, 또는 해당 연방 

및 주 법에 따른 재향 군인 신분 여부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학생은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학생과 대학 당국 모두에게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4. 대학생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조치가 적용되는 각 학생은 근본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학생은 다른 학생, 교수 및 대학 관계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학생은 게시된 대학 학생 규칙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뿐만 아니라 학생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학생은 학생의 행동이 관련된 개인과 전체 대학 커뮤니티에 반영된다는 것을 인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학생은 기관의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일관된 행동 수준을 유지하고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대학의 

의무를 인식할 책임이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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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NFRINGEMENT 

POLICIES/SANCTIONS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 106 항 (미국 코드의 Title 17) 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리 

중 하나 이상을 허가 또는 법적 권한 없이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파일 공유 컨텍스트에서 권한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상당 부분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연방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침해된 행위 당 $750 이하의 실제 손해 또는 ‘법적’ 손해를 지불하도록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 침해의 경우, 법원은 침해된 행위 당 최대 $150,000 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itle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s 504, 

505 를 참조하십시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최대 5 년의 징역형과 범죄 당 최대 $250,000 의 벌금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재산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컴퓨터 시스템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비, 서비스 및 

기술은 대학의 독점적인 재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교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작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모든 정보 또한 대학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저장된 모든 정보는 학생에게 통지 여부에 

관계 없이 관리,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제 3 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파일, 문서, 메시지 및 다운로드, 복사 또는 전송하려는 기타 자료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및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의 peer-to-peer 

공유가 포함됩니다. 학생 이외의 단체에 속한 독점 자료는 연구소의 전자 메일 시스템이나  FIU 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저장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이 준비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취급할 

때는 자료에 첨부된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며, 합법적인 소유자의 서면 허가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을 

복사, 검색, 수정 또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전자 메일 시스템 또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전자 파일을 수신하는 학생은 발신자가 합법적인 소유자이거나 필요한 라이센스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위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은 모든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합니다. 따라서, 징계 또는 형사 결과를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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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NFRINGEMENT 

POLICIES/SANCTIONS 
학생들은 복사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얻은 자료의 저작권에 관해 조사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정책의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은 본교로부터의 퇴교를 포함하여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알려지거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은 학생 교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인 대처 방법 

대학은 불법 파일 공유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컨트롤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러한 제어를 

우회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학생의 네트워크 액세스가 취소됩니다.  

유용한 지침: 

1. 허가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수의 단어, 줄 또는 단락은 없습니다.  

2.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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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LICIES 
학생 정보 변경  

학생은 이름, 우편 주소,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휴대 전화 번호의 변경 사항을 학교에 알리기 위해 본교의 

웹사이트 (fiu.education) 에서 “Change of Information”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환불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불 정책은 최근 Academic Catalog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환불 정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휴학 (LOA) 

학생은 한 학기 또는 그 이상의 휴학을 위해 교무처에 연락해야 합니다.  

1. 휴학에 대한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생의 요청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2. 휴학 시 허용되는 최대 일수는 년 180 일입니다.  

3. 휴학은 학교가 반환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수강철회로 간주되는 대신 학생의 학업에서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간주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각 휴학 요청은 한 번에 1 학기 (3 개월, 90 일)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 학생이 휴학 후 복학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6. 학교는 학생에게 휴학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필요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은 추가 연방 학생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7. 학생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학기 중간에는 휴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기 중간에 떠날 경우, 

그의 등록이 중단 되고 수강철회로 처리됩니다.  

8. 학생이 제도적으로 예정된 휴학 기간에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휴학 기간 동안 예정된 휴학기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 동원 훈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역 군인으로 동원 훈련에 부름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에 대한 지불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함께 온라인 수강 또는 가능한 다른 수단을 통해 학기 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학생이 학기를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에 대한 소환장 증거와 함께 요금의 환불 또는 

수강취소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서면 요청을 교무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입학 기간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는 모든 학업 프로그램의 완료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건강 보험 플랜을 가질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입원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학생들도 각자에게 적절한 플랜을 찾아서 건강 보험 플랜을 가질 

책임이 학생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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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LICIES 
유학생 서비스 

본교는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비자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ademic 

Catalog 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서비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의실 출입 

학생들은 정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관리자 또는 교직원을 만나야 하는 경우, 행정 건물 

입구에 있는 접수원에게 방문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건물 사용 시간  

학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개방됩니다. 한국부의 업무는 오전 9 시 

30 분부터 시작됩니다. 수업은 대부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계속됩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  

도서관은 달리 게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 (하이브리드 수업 중 변경될 수 있음) 과 동일합니다.  

서점 시간  

서점 시간은 달리 게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교 서점에서는 한국 도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 라운지  

학생 라운지는 모든 학생, 교수 및 교직원이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즐길 수있는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학생 

라운지의 청소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는 각 학기 첫날로부터 최소 4 주 전에 안내됩니다. 필수 교재는 서점 (영어 자료만 구입 가능), 온라인 

또는 일반 소매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구입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서점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코스의 모든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동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는 학생의 배우자를 동료 학습자로서 강의실에 같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의 허락 하에 학생의 배우자는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실습 과목 (practicum class) 은 

학생들만 참석이 제한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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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LICIES 
아이들의 강의 참석  

FIU 는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이 학생들의 삶에서 성취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자녀를 교실로 데려오는 것과 관련한 적절한 상황을 다루고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캠퍼스 또는 교실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용어는 FIU 수업에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모’라는 용어는 학생과 자녀의 관계에 관계 없이 교실에 있는 동안 비학생,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실은 비학생, 미성년자녀, 어린 아이들이 참석하거나 지속적으로 출석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일반 규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교가 후원하고 적절한 성인의 감독이 있는 비학생 및 미성년자를 위한 공식적 프로그램 활동.  

2. 직원이나 학생이 그들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을 아이에게 소개하기 위해 데려오는 경우와 

같은 짧은 방문. 직원이나 학생은 방문하는 동안 항상 아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3. 응급 상황 또는 전혀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학생이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교실에 자녀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락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며 학생과 교수가 특정 요인을 

고려하고 허락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학생이나 직원은 항상 자녀를 

감독해야 하며, 짧은 시간 동안에도 다른 FIU 직원 또는 학생에게 해당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자녀가 교내 또는 교실에 참석이 허락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대화에서 확립되어야 합니다: 

1. 부모는 자녀의 안전 또는 자녀의 존재로 인한 재산이나 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캠퍼스에 자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실에 있는 자녀의 존재가 자녀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FIU 를 그 책임에 노출시키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은 학부모, 교수진 및 FIU 

직원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3. 교실에 자녀가 있는 경우 교실 내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를 위반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4. 교실에서 자녀의 존재가 업무 또는 교실 환경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및/또는 교실의 

특정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용 프린터, 복사기 및 wifi 인터넷 등이 도서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비 운영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1 

 

GENERAL POLICIES 
도서관  

도서관은 교수동의 아래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래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찾는 자료들의 정보 및 출처를 찾는 데 전문 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서관 안에서 자료들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도서관 밖으로 자료들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 기간은 최장 4 주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간행물 및 참고 서적에는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 본교는 University of Puset Sound 의 Collins Library 와 도서관 공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Collins 

Library 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도난 또는 손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서관 재산의 도난 또는 손상은 학교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반자는 학술위원회의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징계는 도서관 특권의 정지에서 퇴학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Academic Catalo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카데믹 카탈로그에는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실, 모든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 수업료, 

커리큘럼, 교과 과정, 정책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매년 게시됩니다. 

http://faithiu.edu/student-life/catalog/ 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창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창회는 1,500 명 이상의 졸업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은 모든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도모하려는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목표입니다. 학교와 강한 연대감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졸업생은 총장으로부터의 정기적인 통신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모교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견된 모든 분실물들은 행정동 입구의 접수처 또는 교무처로 전달될 것입니다. 분실물에 대한 청구는 

학생처장에게 접수하도록 합니다. 90 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모든 분실물은 학생학장이 결정한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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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LICIES 

Pierce Transit   

시내 버스는 학교에서 한 블록 내에 정차합니다. 버스 스케줄 및 노선 정보는 (253) 581-8000 으로 통해 

Pierce Transit 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http://www.piercetransit.org/pierce-transit-routes/ 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요한 용무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분 제한). 

 

재향 군인 혜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교는 교육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군인 (예: TA, Ch. 30, Ch. 31, Ch. 33 등) 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등록한 자격을 갖춘 재향 군인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전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재향 군인, 미망인 및 사망한 재향 군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교육 

혜택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재향 군인 사무실로 서면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Federal Building, 915 Second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74,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향 군인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재향 군인 지역 사무실로 연락하도록 합니다. 

워싱턴 주 내 재향 군인은 전화 (888) 442-4551 로 전화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가 VA 

Certifying Official 과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 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 조건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화재 및 안전 규정, 필요한 보안 및 행동에 관한 모든 학교 규정, 지방, 주 및 연방법이 준수될 것이라는 

보장, 

2. 활동이 후원 조직의 목적과 구성과 일치한다는 확인, 

3.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후원 기관의 재정 자원의 가용성, 

4. 어떤 그룹이나 개인이 해당 행사의 후원으로 금전적인 개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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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LICIES 
학생의 책임  

목적  

외부 단체가 후원하는 활동은 학교의 일반적인 사명과 기능과 관련이 있거나 지역 사회 봉사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최 되지 않습니다.  

시설 정리  

각 행사 후 학교에서 결정한 대로 만족스러운 상태로 시설을 정리하는 것은 후원자의 책임입니다.  

재정적 책임  

후원자는 행사 직전, 도중 및 이후에 시설의 손상, 도난 및/또는 남용에 대해 완전한 재정적 책임을 집니다.  

수수료  

대여료, 서비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손상/도난 책임  

행사 직전, 도중, 그리고 후에 시설의 손상, 도난 및/또는 남용에 대한 책임은 후원자의 책임입니다. 

 

캠퍼스 정책 및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물  

대부분의 경우, 캠퍼스 건물에는 동물 (도우미 동물 제외) 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우미 동물은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로 정의됩니다. 개가 제공하는 일이나 작업은 

그 사람의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캠퍼스 부지의 모든 반려동물은 타코마시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주차 및 교통 규칙 및 규정  

학생들은 캠퍼스 부지에서 신중하게 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캠퍼스 내에 게시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포장된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 보드, 롤러 블레이드, 자전거 

등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차 공간에서 운전할 때는 항상 주의하도록 합니다. 캠퍼스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관리자 또는 교수진에게 고지해 주세요. 다음 규칙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1. 주차는 승인 된 주차 공간 (평행 흰색 선)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2. 잔디 밭, 흙 지역, 인도 또는 도로 위, 화재 차선 구역에 주차하거나 소화전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3. 학교는 핸디캡 주차를 위한 일부 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는 공식 주차 허가증 

소지자만 허용됩니다.  

4. 캠퍼스 속성의 속도 제한은 10 mph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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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LICIES 
복장 

학생들은 편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기독교 학교의 학생으로서 전문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건강 및 안전 요건에 따라 

건물의 모든 구역에서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 및 음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식과 음료는 교실, 라운지 또는 기타 지정된 식사 공간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도서관에서 

섭취해서는 안 되며, 뚜껑이 있는 음료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는 학생과 방문자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동차 또는 기타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포스터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포스터 및 표지판은 후원 단체 또는 부서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게시하기 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재정 계정에 대한 항소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계와 의논 한 후 해결되지 않은 학생의 재정 계정에 관한 질문은 학생처장에게 호소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회계의 결정을 통지 받은 후 업무일 3 일 이내에 민원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학생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민원이 접수 된 후 업무 일 5 일 이내에 학생과의 만남 또는 전화 통화를 예약합니다. 

학생처장의 결정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검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학생 및 회계 사무실과 공유됩니다. 

 

학생 상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학문적, 개인적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학교의 교수들 중 일부는 면허를 

취득한 상담자들입니다.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전문적이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캠퍼스 밖의 전문적인 상담 기관으로 의뢰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생처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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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OLICIES 

STUDENT HANDBOOK/인가 문제  

Student Handbook 에 관하여  

이 출판물의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는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카탈로그와 Student Handbook 에 게재된 학교 정책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 학교의 기대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이행하고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는 것의 개인적인 책임을이해하도록 합니다. 게시된 학생 문서, 특히 

카탈로그 또는 Student Handbook (모두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 )에 나타나는 정책에 대한 학생의 무지는 

정책에 예외를 부여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Student Handbook 에 관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c/o Dean of Students in Korean Division 

3504 N Pearl St 

Tacoma, WA 98407  

mlee@faithiu.edu 

 

인가와 관련한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가 기준과 관련된 특정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아래에 안내된 주소로 학생처장에게 그들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Transnational Associtation of Christian Colleges 로 직접 연락하도록 합니다: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c/o Dean of Students in Korean Department 

3504 N Pearl St 

Tacoma, WA 98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