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안내서
정보, 리소스, 지원



     제가 IU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KIMBERLEY MUI KUAN TAN  
싱가포르

“

2022년도 인디애나 대학교 졸업생

학생 참여 및 지원

Hoosier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본교의 대규모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살펴보도록 
장려해 주세요. 성공적인 대학 경력은 단순한 학업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OIS 행사 및 프로그램
국제 서비스 사무처는 글로벌 콘서트 및 월드 페어와 같은 흥미로운 
행사를 주최하며 지속적인 언어 지원 및 다양한 문화 클럽을 제공합니다. 
ois.iu.edu/events에서 본교 행사를 살펴보세요.  
 
학업 지원
학업 상담사는 학생 수행 정도를 모니터링하며 학생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학생은 수학 및 작문 
튜터, 일대일 교수 면담, 추가적인 영어 과목 지원, 학업 능력을 향상하는 
수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is.iu.edu/support에서 지원 옵션을 
검토해 보세요.

학생 조직
인디애나 대학교(IU)에는 종교, 
운동, 여가, 문화, 예술, 사교, 
정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심사를 
망라하는 700개 이상의 학생 
조직이 있습니다.  
beinvolved.indiana.edu 에서 학생 
조직을 탐색해 보세요.  
 
여가 스포츠 활동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학생은 
수많은 개인 및 단체 여가 스포츠 
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인디애나 대학교(IU) 팀을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가 스포츠 활동은 
새로운 친구을 사귀면서 신체와 
정신을 모두 단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recsports.indiana.edu
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종교 단체
블루밍턴시는 다양한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매우 관용적인 
도시입니다. carlaiu.org 에서 일부 
종교 단체를 살펴보세요. 본교에는 
티벳 수도원과 활성 모스크 사원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커리어 지원 서비스
인디애나 대학교(IU) 내 각 
학교에는 다양한 커리어 기회를 
추구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코칭 리소스를 제공하는 커리어 
지원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실습 경험은 미국 문화에서 매우 
소중하며 졸업 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is.iu.edu/
career 에서 인디애나 대학교의 
커리어 지원 서비스에 접속해 
보세요.

학부모 리소스

비상 연락처
국제 서비스 사무처  
이메일: ois@iu.edu 
전화: 812-855-9086 

학생처장 
이메일: iubdos@indiana.edu 
전화: 812-855-8187  

인디애나 대학교 경찰 
이메일:  iupd@indiana.edu 
전화: 812-855-4111 

  
유용한 웹사이트
 
학사 일정표 
registrar.indiana.edu/official-calendar 
학업 상담 
ud.indiana.edu 

커리어 지원 서비스 
ois.iu.edu/career 

국제 서비스 사무처 
ois.iu.edu

보건 및 상담 
healthcenter.indiana.edu

학생 계정 및 등록 
studentcentral.indiana.edu 

캠퍼스 내 숙소 
housing.indiana.edu

인디애나 대학교 경찰서 
iupd.indiana.edu

학생처장 
studentaffairs.indiana.edu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

Evelyn Bai, 중국

 열린 마음으로,  
대담하게 행동하세요.



2023년 8월 6일 
학생 기숙사 입주 가능

2023년 8월 9~14일 
국제 환영 행사

2023년 8월 8~12일 
국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2023년 8월 11일 
블루밍턴 도착 최종 기한

2023년 8월 16~25일 
환영 주간

2023년 8월 21일 
가을학기 수업 시작

2023년 9월 10일 
최초 고지서 납부 기한

2023년 11월 19~25일 
추수 감사절 휴교

2023년 12월 15일 
기말고사 마지막 날

2024년 1월 8일 
봄 학기 수업 시작

2024년 3월 10~17일 
봄 방학

2024년 5월 3일 
기말고사 마지막 날

주의: 아래에 나와 있는 날짜는 학생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및 
그 외 중요한 일정과 관련한 여러  
통신문을 학기 전에 받게 됩니다.

중요 일정
입주, 기말고사 등.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본교는 학생이 불루밍턴에 

도착하기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NSO)을 
온라인으로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학생은 집을 
떠나기 전에 동영상 및 온라인 
세션을 받게 됩니다. 배치 고사 
및 상담 등과 같은 대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은 학생이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블루밍턴에 도착하면, 재학생이 
환영 행사 및 리소스 페어에 
참석하여 학생이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고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학생이 캠퍼스에 도착하고 나면, 
가을 학기 시작 때까지 다른 
여행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오리엔테이션

전체 1학년 학생은 주거 프로그램 및 서비스(RPS)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내 기숙사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교는 훌륭한 안전성과 
보안,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높은 접근성, 가구 및 비품 비치는  
물론, 기능적이고 매력적이며 생활하기 좋으며 캠퍼스 이용이  
편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주거 환경은 학생에게 명확한 장점과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교는 교실 외부에서 거주자의 발전 목표를  
충족함으로써 학생이 교실 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 학생은 각각의 캠퍼스 내 기숙사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학기가 시작되면 룸메이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견 충돌이 있는 학생은 기숙사 사감(RA)과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숙사 사감은 각 층이나 생활 단위에  
배정된 매우 숙련된 학생 직원 구성원입니다. 사감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거주자와 주거 상황에 친숙하며,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

학부모 참여 기회

학부모 협회
ois.iu.edu/parent-association

1학년 학부모 뉴스레터 
ois.iu.edu/newsletter

학부모 참여
ois.iu.edu/engagement

게이트웨이 센터
ois.iu.edu/gateways

       인디애나 대학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함께 
협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가 성공을 향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Amber Lee 
대한민국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수줍어하지  

말고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교 
학부에 소속되어 일단의 필수 
일반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학생이 원하는 전공 학문 
분야 전형에 필요한 과정을 
완료하고 나면(보통 1년 또는 
2년), 대학교 내 16개 학교 중 
하나에 지원합니다. 각 학교에는 
자체적으로 학위 완료에 필요한 
요건이 규정된 다양한 전공 
분야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은 3학점에 해당하고, 이는 
수업이 16주에 걸쳐 매주 3시간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학위는 
120학점 시간으로 구성되며, 
학생은 평균적으로 매 학기  
15학점을 수강합니다. 총 학점 
시수와 개별 지정 과정 모두 
졸업하는 데 필요합니다.  
 
대부분 학생은 여름 동안 
휴식 또는 근로를 선택하지만, 
수업은 가을, 봄, 여름 학기에 
제공됩니다.

학습 경로
학생은 모국에서 하던 것보다 
지속적인 평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은 일년 
내내 읽기, 쓰기, 퀴즈, 시험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일부 수업은 
출석 및 수업 참여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각 교수는 수업 
첫날에 자신의 규칙과 기대 
사항을 개괄하게 됩니다. 

미국 수업에서 성적은 문자 
등급 A~F(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포함)를 사용하며 0~100%의  
척도로 표현됩니다. 평점(GPA) 
은 0.0~4.0의 척도에 
기반합니다. 

등급 및 평가

등급 설명 GPA 척도

A-, A, A+ 우수 3.7~4.0 99~100

B-, B, B+ 양호 2.7~3.6 80~89

C-, C, C+ 보통 1.7~2.6 70~79

D-, D, D+ 미달 0.7~1.6 60~69

F 낙제 0~0.6 0~59

“

Syifa Syuhaida Azman, 말레이시아

FERPA 가  
주는 의미
FERPA 는 학생 개인 기록에 
대한 접근을 규제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은 학생의 
개인적인 교육 기록 정보를 
보호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학생은 One.IU에서 제삼자 
사용자 접근 권한을 생성하여 
다른 사람(부모, 보호자, 
배우자)이 자신의 인디애나 
대학교 계정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원하는 만큼 
제삼자 사용자를 추가하고 
간단하게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ERPA란?

제삼자 사용자  
설정 방법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대학교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하려면 
학생이 이 정보를 먼저 설정해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 One.IU에 로그인합니다
• 제삼자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  ois.iu.edu/access 에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국제 학생은 Flywire 또는 
Convera의 GlobalPay로 모국에서 
자신의 학생 계정 잔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여러분의 모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안전하게 
전자 결제를 개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ois.iu.edu/foreign-currency에서 
확인하세요.

인디애나 대학교  
수업료 및 경비 납부
외국 통화로 납부하기

대체 납부 방법
인디애나 대학교는 여러 가지 
고지서 납부 방법을 제공합니다. 
ois.iu.edu/payment에서 옵션을 
확인하세요. 

• 당좌/저축 계좌  
미국 은행 전용

• 신용/직불 카드  
환급 불가 서비스 요금 발생

• 인편 납부
• 전신 송금 

처리 시 7~10 영업일 소요

질문이 있으세요?
학생의 고지서나 납부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다른 우려 
사항이 있으면, Student Central
에서 유용한 리소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걸 절대로
두려워 하지 마세요.

새로운 활동과 역할을 더 많이  
시도해볼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Namrata Mahesh, 쿠웨이트



인디애나 대학교는 학생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본교는 자체 경찰서, 
개인안전 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며, 기후 및 다른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학생과 직원 모두 
교육합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알림(IU Notify)
은 학생에게 개인 경보를 알리는 
이메일, 문자, 전화 서비스입니다.  

학부모님은 종종 자녀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바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녀가 염려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 캠퍼스 연락처로 연락해 주세요. 저희가 
학생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 학생이 부모님께 즉시 응답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는  
다양성과  
안전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

Pratibha Joshi 
인도

비상시 캠퍼스  
연락처 

국제 서비스 사무처  
이메일: ois@iu.edu 
전화: 812-855-9086 

학생처장 
이메일: iubdos@indiana.edu 
전화: 812-855-8187  

인디애나 대학교 경찰 
이메일:  iupd@indiana.edu 
전화: 812-855-4111

안전 의료
인디애나 대학교에서는 IU 학생 건강 센터의 검진, 의사 방문, 상담 
서비스를 포함하여 캠퍼스에서 광범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웰니스, 시력 보호 필요성에 대한 캠퍼스 내 옵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루밍턴에는 캠퍼스 외부에 두 개의 전체 
서비스 병원이 있습니다.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비상시 대처 방법을 포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생이 정기적으로 처방받거나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해당 약물의 영어 이름과 정상 복용량을 알아두도록 
해주세요.

보험
모든 국제 학생은 인디애나 대학교(IU)에 등록한 동안 건강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은 우수한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Anthem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ois.iu.edu/insurance에서 
살펴보세요. 인디애나 대학교는 모든 국제 학생이 Anthem 보험을 
이용하도록 하며 폭넓은 적용 범위에 대해 가장 좋은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Avni Gupta 
인도

      블루밍턴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대학교의 
아름다운 환경과 
사람들입니다!

“



캠퍼스 요리 및 주변 지역사회는 Hoosier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인디애나 대학교 요리사는 신선한 고품질 식단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학생은 필요한 영양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맛있는 음식과 요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미각적 옵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캠퍼스 농장은 현지 생산품을 요리사에게 제공하여  
가능한 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최고의 맛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식당 직원은 현지 농부와 제휴하여 IU 식당 내 제철 품목을  
공급받습니다. 서비스 시점 메뉴에는 알레르기 정보는 물론, 채식주의자와  
완전 채식주의자(비건) 옵션으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IU 식당의  
공인 영양사는 음식 알레르기나 식단 조절이 필요한 캠퍼스 거주 학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직원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사를 능숙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매우 특이한 식단이 필요하더 
라도 캠퍼스에서 누구나 식사할 수 있도록 특별 식단 메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Bookmarket 및 Goodbody Eateries에는 매일 다양한 국가에서  
영감받은 정통 음식을 제공하는 The Globe가 있습니다. 인증받은  
할랄 육류가 Wright Eatery의 동부 수확 개념으로 제공되며,  
Goodbody Eatery는 비건 메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Simon G. Hillel  
유대인 센터에서는 ‘열린 냉장고’ 정책을 통해 정기적으로 코셔 인증을  
받은 육류가 준비됩니다. 채식주의자와 완전 채식주의자(비건) 옵션은  
캠퍼스 내 모든 IU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IU 자체 라인은 선포장  
샐러드, 랩, 도시락을 비롯하여 비건 또는 채식주의자 식단을 따르는  
학생에게 다양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문화 및 전통
IU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200년 이상 동안 이어온 인디애나 대학교는 
수백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은 학위를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이는 대학 교육의 일차적 목적이지만, 
동문들이 마음 속에 추억하는 것은 인디애나 대학교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변신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졸업생은 큰 규모의 
대학 커뮤니티만이 이룰 수 있는 우정, 자신감, 네트워크, 독립성,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경험을 얻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는 
온전한 성인을 배출하며, 그들의 기억은 평생 계속됩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졸업생은 전 세계에 걸쳐 거의 700,000명의 동문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그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식단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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