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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Northern Arizona University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Northern Arizona University는 1899년에 설립된 공립 종합대학교
로서 학생수가 약 19,000명입니다. 저희는 경영, 공학, 과학, 사회과
학 및 인문학 분야의 78개 학사학위, 45개 석사학위 및 9개 박사학위
과정을 제공합니다. Arizona 주 Flagstaff 시에 자리잡은 저희의 전통
적 대학 캠퍼스에서 현재 1,000여 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Flagstaff는 해발 2,200미터에 있는 인구 65,000의 소도시입니다.
Grand Canyon, Nevada 주 Las Vegas 등의 관광 명소에서 자동차

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안전하고 우호적이며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매진합니다.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은 유학생 여러분이 저희 학교에
서 공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부서입니다! 여러분과 여
러분 가족이 저희 캠퍼스와 학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
는 중요한 정보를 간추려 번역했습니다.

•

지금 곧 지원하십시오

•

학사 과정 지원 절차

•

Program in Intensive English 지원 절차

•

입학 허가 학생: 다음 단계

•

수업료 및 수수료

•

유학생 장학금

•

NAU의 교육과정, 연구 활동, 교수진, 학생 생활 및 Flagstaff 둘러보기

저희 캠퍼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NAU 공동체는 아무쪼록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r. Mandy Hansen
Director

\

지금 곧 지원하십시오

학사 과정, Program in Intensive English, 또는 석사/박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2. 지원료 $50 납부
온라인 원서를 작성할 때 지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서를 일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수표, 송금수표(money order), 또는 기
타 추적 가능한 결제 통화로 지원료를 보내야 합니다.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 Northern Arizona University에 정규 학생으
로 등록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3. 성적증명서 제출

•

Program in Intensive English (PIE) 영어를 배우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보내십시오. 모든 성적증명서/
성적표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학년생 및 전입생은 평점
(GPA)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석사/박사학위 Northern Arizona University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

Exchange Student Program Northern Arizona
University에서 1-2학기 공부하고자 할 경우(Northern
Arizona University와 학생 교환 협정을 맺은 학교의 학
생에 한함)

•

Extended Campus 온라인으로, 또는 Arizona 주 내의
Extended Campus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강의를 수강
하고자 할 경우. F-1 및 J-1 학생에 대한 비자 관련 서류는
다음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

•

Flagstaff 캠퍼스

•

Yuma 오프라인 과정

비학위 과정 Northern Arizona University에서 비정규
학생으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 비자 관련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우선 마감일

4. 시험 성적 제출
TOEFL, IELTS, 또는 기타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제출하십시오. 성
적표는 시험 기관에서 저희 학교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대학교 입
학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TOEFL: IBT 70점 또는 PBT 525점(학교 코드: 4006)

•

IELTS: 밴드 6.0 이상

•

ACT 영어 점수: 21점 이상

•

SAT Verbal 점수: 510점 이상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육을 수료했을
경우, 위의 시험 성적 중 하나를 대신하여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영어 과정(작문 및 문학 기반)을 4년간 수료했다
는 증명, 또는

•

대학교에서 1개의 3학점 영어 작문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
명

학부 유학생 입학

Northern Arizona University의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을 학기: 3월 1일(8월 개강)

•

봄 학기: 9월 15일(1월 개강)

•

입학 즉시 English Level Placement Test 응시

•

여름: 3월 1일(6월 개강)

•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Northern Arizona University의 Program in Intensive English 수강

주의: 위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학사 과정 지원 절차
학사학위 취득이 목적인 정규 학생으로 지원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
르십시오.

1. 온라인 원서 작성
온라인 원서를 작성하십시오. LOUIE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재정증명서 제출
재정증명서를 제출하고 당해 학년도(여름방학 제외) 학사 과정 수
업료 및 비용 총액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십시오. 이 문서는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SEVIS I-20 서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합
니다. 피부양자를 동반하여 올 경우에는 피부양자 서식을 제출하
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USD $5,500,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USD
$3,500를 추가로 납부하십시오.
의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studynau@nau.edu.

PROGRAM IN INTENSIVE ENGLISH 2단계: 주거 신청
지원 절차
기숙사
Program in Intensive English에 지원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
시오.

가을 학기 우선 기한: 5월 1일(신청 기간: 4월 15일-6월 1일)
봄 학기 우선 기한: 10월 15일

1. 온라인 원서 작성

기숙사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배
정 대기자 명단에 오르려면 우선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료
및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숙사 배정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원서를 작성하십시오. LOUIE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옵션:

2. 지원료 $50 납부
온라인 원서를 작성할 때 지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서를 일반우
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수표, 송금수표(money order), 또는 기타
추적 가능한 결제 통화로 지원료를 보내야 합니다. 현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3. 성적증명서 제출
NAU 및 Program in Intensive English 조건부 입학 지원을 하려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모든 성적증명서/
성적표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학년생 및 전입생은 평점
(GPA)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시험성적표 제출
이 프로그램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TOEFL, IELTS, 또는 기타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제출하십시오(있을 경우). 성적표는 시험 기관에
서 저희 학교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5. 재정증명서 제출
재정증명서를 제출하고 Program in Intensive English 수업료 및
비용 총액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십시오. 이 문서는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SEVIS I-20 서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합니다. 피부양
자를 동반하여 올 경우에는 피부양자 서식을 제출하고 배우자에 대
해서는 USD $5,500,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USD $3,500를 추가
로 납부하십시오.
의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studynau@nau.edu.

•

NAU International House - 유학생 및 미국 학생의 주거 및
배움 공동체

•

NAU 기숙사 생활 - NAU 학생을 위한 다양한 기숙사

온라인으로 NAU Residence Life(NAU International House 포함)에
신청하려면 LOUIE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또는 암호에 문
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외 주거*
교외 주거 옵션은 Northern Arizona University와 아무 관련도 없습
니다. 그러나 기숙사 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교외에서 살고 싶을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교외 주거 자원을 이용하십시오:
•

Flagstaff 홈스테이

•

Flagstaff 유학생 주거

•

Flagstaff 아파트

*주의: 교외 주거 옵션은 Northern Arizona University와 아무 관련
도 없습니다.

3단계: SEVIS 수수료 납부
비자를 취득하려면 SEVP I-901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
로 납부하거나 거주국의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학생비자 신청
온라인에서 학생비자 취득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 학생: 다음 단계
Northern Arizona University 입학 허가를 축하합니다! 다음 절차
에 따라 도착 및 등교 준비를 하십시오.

5단계: 예방접종증명 제출 및 의무적 의료보
험 정보 확인

1단계: 등교 통지

저희는 모든 학생의 보건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홍역 예방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모든 학생은 과정 등록 이전에 다른 구비 서류와 함께 예
방접종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의무적 학생 의료보험도 확인하십시오.

6단계: International Student Guide 읽어
보기
영어로 된 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단계: 도착신고서 제출
저희 도착 신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8단계: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
업데이트된 성적증명서 및 시험 성적을 제출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
분의 영구적 학생기록에 필요합니다. (전입생은 과정 설명 및 과정 요강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정보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오리엔테이
션에서 지도교수가 조언을 제공할 때 필요합니다.)

9단계: 기타 유용한 정보 읽어보기
•

중요한 학교 링크

•

EducationUSA 출국전 안내 정보

•

유학생을 위한 용어 해설

10단계: 전공 과정 입학생
신입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NAU ALEKS
Mathematics Placement Test를 치러야 합니다:
1.
2.

CLEP 시험, AP 시험, IB 시험을 통해 대학교 수준의 수학 또
는 통계학 과정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또는
이중등록 또는 타 전문대학/종합대학으로부터의 편입을 통해
대학 수준의 수학 또는 통계학 과정(MAT101X과 대등하거나
더 고급한 과정)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Mathematics and Statistics placement에 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
다.

nau@nau.edu. Northern Arizona University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
기를 고대합니다!

수업료 및 수수료
예상 수업료 및 수수료가 온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사 과정 수
업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4년간 동일한 수업
료를 보장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미래에 투
자하고, 수업료가 4년간 인상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입니다.

유학생 장학금
Northern Arizona University에 새로 입학했거나 계속 공부하는 유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은 New International Student Presidential Scholarship, Indonesian Student
Scholarshi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Scholarship, Phi Theta
Kappa Scholarship 등이 있습니다. 각종 유학생 장학금의 요건을 읽어
보십시오.

NAU 및 플래그스태프 시 돌아보기
Northern Arizona University는 안전한 소도시인 Arizona 주 Flagstaff 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와 공동체는 여러분의 학업
에 친화적인 곳입니다. Flagstaff에는 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Arizona
주도인 Phoenix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도 있습니다.
Flagstaff는 Las Vegas, Los Angeles 등의 주요 도시에서 자동차로 가
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비디오, 슬라이드 쇼, 체험담 등과 연결된 아래
의 링크들을 클릭해보십시오.

교육 및 연구
교육 과정, 순위 및 연구 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NAU 소개
NAU와 Flagstaff 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1단계: 전공 과정 입학생

학생 체험담

Priority Enrollment는 학위 취득이 목표인 신입생을 위한 것입니다.
ALEKS 수학 배치시험을 치른 즉시 Priority Enrollment Profile을 작성
하십시오. 여러분이 프로필에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도
교수가 여러분이 International Orientation에 참석하기 위해 NAU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을 가을 또는 봄 학기 강의에 등록해줍니다. 자리
는 예약제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Priority
Enrollment를 작성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강의에 등록하십시오. 의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study-

실제 NAU 학생들이 NAU에서의 생활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
십시오.

비디오
Northern Arizona University와 학생 생활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NAU.EDU/CiE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