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축하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준비 목록

기한

연락처
2019년 가을

차례

중요 일정
4–11페이지

기숙사, 수강신청, 교내식당,
신입생 환영주간 등

재무 관련 이행사항
12-19페이지

등록금 청구서, 납부방식,
재무 교육 상세 정보

필수 건강검진기록
22–29페이지

중요 건강기록,
건강보험 기한, 의무 교육

체크리스트
및연락처
30–35페이지

간편하게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연락을 취하는 방법

신입생여러분,
NYU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부 입학처를 통해 NYU 입학을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학자,
과학자, 운동선수, 혁신가, 기업가, 컴퓨터 전문가,
예술가 등 세계 유수의 인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NYU의 새로운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대학생활의 시작을

이러한 차원에서 NYU는

돕기 위해 본 안내문을

여러 도시에서 신입생 환송회

작성했습니다. 입학 전 여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안 준비를 마쳐야 할

환송회가 개최되는 도시

사항들과 함께, 향후 우편 및

인근에 거주하신다면 행사

이메일로 전달될 여러 공지

등록 및 참석을 통해 만나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뵙기를 기대합니다.

합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Next Stop NYU 웹페이지

학사일정과 기한도 수록되어

nyu.edu/nextstop에서

있습니다. 모든 중요 일정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기한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있습니다.

때문에, nyu.edu/nextstop
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이번 여름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멋진 시간이
되길 바라며, 8월에 NYU
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과대학 및 전공 학과에서
6월경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공식 통신문은 신규
발급된 NYU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지금 바로
start.nyu.edu를 방문해
이메일 계정을 활성화한
후, 수시로 받은편지함을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Next Stop NYU 통신문을
통해 NYU로의 진학을

Marc Wais
학생처 수석 부총장
marc.wais@nyu.edu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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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일정은 학생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중요 일정을
보여주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한 전체 일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학 내
다른 사무실과 연락하여 이
페이지의 정보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한이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은 입학일에 따라

중
일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일정

중요
정
5

단과대학이나 전공 학부에서
Next Stop NYU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기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NYU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시거나 이메일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세요.
학교 연락처 목록은
nyu.edu/nextsto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6월 1일

기숙사 신청

수강신청,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상담 정보

기숙사 및 기타 주거 서비스

2019-2020 학년도 교내 기숙사

해당 단과대학 또는 전공 학과

배정을 희망하는 신입생은 반드시

6월 1일부터 학기 시작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숙사 보증금 10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상담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단과대학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편입생은 기숙사 배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캠퍼스

6월 1일

밖에서 주거지를 찾아볼 것을

행사, 자료 및 서비스
안내 우편

권유합니다. 배정이 보장되지
않아도 교내 기숙사 신청을
원하시면 비갱신형(비보장형)

학생처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식당, 교과서, 학술자료, 신입생
환영주간 등에 대한 중요 정보가

5월 1일

신입생 환송회 참가 등록
동문 업무처

포함됩니다.

6월 18일

전에 열리며, 8월 첫 학기 전에

NYU 학생 건강보험
등록 또는 철회 시작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NYU 입학

학생보건센터

동기 및 학부모와 만날 수 있는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필수

환송회는 매년 가을학기 시작

기회입니다. 현재 NYU 학생의
가족과 NYU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건강검진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이 약식 리셉션에서는 동료 학생과
교류하고, NYU 입학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숙지하고, 입학 전

6월 20일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을 할 수

학부모 소식 안내 우편

있습니다.

학생처

alumni.nyu.edu/sendoffs

주요 일정 및 향후 행사 정보
등 학부모를 위한 맞춤 정보가

6월 1일

외국인 학생
I-20/DS-2019
신청서 제출

제공됩니다.
nyu.edu/parents

글로벌 서비스 사무실

입국/도착 예정일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yu.edu/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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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8월 1일

의무 건강기록 제출

필수 온라인 교육 이수

학생보건센터

학생보건센터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필수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필수

건강검진기록”을 참고하시기

건강검진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바랍니다.

24-25페이지

7월 5일

8월 1일

기숙사 배정 관련 정보
업데이트 이메일

NYUCard용 사진
제출 마감일

기숙사 및 기타 주거 서비스

NYUCARD 센터

교내 기숙사를 신청한 경우 7월 6일

온라인을 통한 NYUCard 사진 제출

부터 이메일을 통해 기숙사 배정,

기한입니다.

입주 일시, 룸메이트 연락 정보

photoid.nyu.edu

등에 관한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은 8월 말까지
수시로 발표됩니다.

7월 8일

8월 5일

신입생 환영주간의
온라인 일정 개시

기숙사에 관한 FAQ
이메일

학생생활지원센터

기숙사 및 기타 주거 서비스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NYU 이메일을 통해 기숙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에게 맞는
nyu.edu/welcome

주거 이용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7월 16일

가을학기 등록금
청구서 확인
재무처

8월 6일

등록금 납부 마감일
재무처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재무 관련
이행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재무 관련
이행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8월 1일

접근 서비스 및 기숙사
등록 시작 권장일

8월 6일

교재 및 컴퓨터 주문
NYU 북스토어

가을 학기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확인한 후 필요한 교재와 기기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모지스 장애학생 지원센터

모지스 장애학생 지원센터

8월 7일

(Moses Center for Students

취업, 캠퍼스 채용, 지도

with Disabilities)는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NYU에 입학하기
전이나 후에 기숙사 등록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와서만 경력개발센터

NYU Handshake를 통해 취업
기회(워크-스터디 및 인턴십)를
찾아 지원하십시오.
nyu.edu/careerdevelopment

기숙사는 언제든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찍 신청해야 NYU
에 도착하자마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yu.edu/health/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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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 기숙사에 거주하는 신입생은
자동으로 NYU 교내식당에
배정됩니다. 교내식당 이용 옵션
변경 마감일은 9월 17일입니다.

8월 9일 및 10일

9월 3일

통학생 대상 1박
2일 수련회

강의 시작일

학생생활지원센터

모든 수업은 화요일에 일정대로

캠퍼스 외부에서 통학하고자 하는

시작됩니다.

학적처

신입생들이 다른 통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수련회

9월 17일

등록 마감일은 7월 15일입니다.

교내식당 이용
옵션 변경 마감일

nyu.edu/commuter-students

8월 25일

NYU 신입생 환영일
및 기숙사 입주일

교내식당 서비스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재무 관련
이행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학생처

기숙사 입주, 학부모 환영 행사,

9월 30일

정보 박람회 등이 진행됩니다. 지역

NYU 학생 건강보험
등록 또는 철회 종료일

상가로 가는 셔틀도 제공됩니다.
nyu.edu/welcome

학생보건센터

8월 25일

신입생 환영주간 시작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필수
건강검진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학생생활지원센터

신입생 환영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간 신입생 환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nyu.edu/welcome

10월 26일

학부모의 날
학생처

단과대학 및 학생처 주최로, 신입생
및 편입생 학부모 여러분을 위한

8월 25일

Safe NYU 앱 다운로드

일일 워크숍과 리셉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nyu.edu/parents

생활안전처

최신 캠퍼스 안전 정보 확보, 비상
연락, 과제 제출이 모바일 앱 하나면
모두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Safe NYU”를
검색하세요.
nyu.edu/besafe

8월 30일

외국인 학생 이민서류
제출 기한
글로벌 서비스 사무실

F-1 및 J-1 학생은 연방정부에
입국을 신고해야 합니다. 캠퍼스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nyu.edu/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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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으십니까?
재무처나 학자금
지원처에 문의하세요.

재
관
이행
연락처는 3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 관련
이행사항

재무
관련
행사항
13

교내에서는 StudentLink
Center 에서 등록금
청구서, 학자금 지원, 유학,
외국인 학생 서비스 및
기타 문의사항에 관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yu.edu/studentlink

재무 교육

iGrad를 활용한
건전한 재무 결정
NYU와 온라인 재무 교육 툴인 iGrad와의 제휴를 통해
학생과 학생 가족이 개인 재무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맞춤형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Grad는 NYU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재정문제 관리 방식, 월간 예산 편성
방법, 학자금 대출 진행 방법 등의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시작하려면 무료 계정 생성 후 현 재정 상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iGrad에서 자동으로 관련
기사, 툴, 주제를 추천해드립니다. 개인 계정을 만들고
나면 재무 지식 건전성을 측정하고 학자금 대출 계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yu.edu/i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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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의
비용
아래 제시된 초기 총 학비(COA)는

COA는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학사년도 1년 동안 학생이 부담할

있는 학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입니다. 이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용은 출간 시점의 추정치이며,

학생이 받은 학자금 지원의

학생이 실제로 받게 될 등록금

총액은 COA를 초과할 수

청구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본 정보는 개인 계획

청구서에는 등록금, 수업료,

및 예산 편성용으로 제공됩니다.

기숙사비 등 NYU에 직접 납부하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금액만 포함됩니다. 아래 제시된

nyu.edu/financial.aid 에서

비용은 교통, 교재, 개인 비용

“Financial Aid at NYU”를

등 대학에 납부하지 않는 간접

클릭한 다음 “Tuition, Fees and

교육비도 포함합니다.

Expenses”를 클릭하고 해당 학과
링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9–2020 추정비용

교내 기숙사 또는
캠퍼스 외부 거주

집에서 통학

등록금 및 수업료1

$53,310

$53,310

거주비

$18,684

*

$71,994

$53,310

교재 및 용품

$752

$752

교통비

$1,110

$0

개인 비용

$2,758

$2,758

간접비용

$4,620

$3,510

직접비용

등록금은 전공 학과와 단과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 수업료에는
NYU 학생 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택 통학 학생의 숙식비용은 출석일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산
편성 목적을 위해 당 학년도에는 약 $2,442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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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청구서
7월 8일-9월 17일

8월 15일

교내식당 이용 옵션
변경 마감일

미납 시 강의 및
기숙사 취소

교내식당 서비스

재무처

교내식당 이용 옵션 업그레이드

등록금이 미납 상태이거나 납부

시 지불 잔액이 발생하고,

기한까지 지불 약정이 이루어지지

다운그레이드 시 비율에 따른

않으면 강의 및 기숙사 배정이

환불이 진행됩니다. 식권 옵션은

취소됩니다.

NYU 교내식당 포털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mealplans.nyu.edu

7월 16일

가을학기 등록금
청구서 확인

8월 26일

학자금 지원 환불 시작
재무처

신속한 환불을 받으려면 입금
계좌를 등록하십시오. 아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재무처

NYU eSuite를 통해 등록금

9월 30일

청구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NYU 학생 건강보험
등록 또는 철회 종료일

있습니다. 또한 학생 본인 외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승인된 납부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학생보건센터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필수
건강검진기록”을 참고하시기

8월 6일

바랍니다.

25페이지

등록금 납부 마감일
재무처

학부생 납부 기한. 자세한 정보는
우측의 “납부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eSuite 접속
1.

albert.nyu.edu에서 Net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2.

“Student” 탭에서 “Finances”를 클릭합니다.

3.

“View Bursar Account”를 클릭합니다.

4.

링크를 클릭하여 eSuite로 이동합니다.

eSuite로 승인된 사용자 초대
1.

본인의 eSuite 학생 계정으로 접속합니다(위 안내 참조).

2.

“Authorized Users” 링크를 클릭합니다.

3.

해당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4.

여러 명의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환불 입금 계좌 등록
1.

본인의 eSuite 학생 계정으로 접속합니다(위 안내 참조).

2.

“Electronic Refunds” 링크를 클릭합니다.

3.

해당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미국 입출금 계좌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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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전자 수표
학생과 승인된 사용자는 NYU eSuite를 통해
미국 입출금 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우편발송
개인 또는 은행 수표에 학생 N-번호를 기재하여
뉴욕대학교로 납부합니다. 기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발송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YU Office of the Bursar
StudentLink Center
383 Lafayette Street, First Floor
New York, NY 10003

해외 납부
NYU는 해외 예금을 활용한 다양한 청구금액
납부방식을 제공합니다. NYU 웹사이트에
Flywire and Western Union Business
Solutions 링크 및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nyu.edu/bursar/payments

납부 제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납부 관리 제도에
등록합니다. 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불 납부 제도
• 등록금 관리 시스템(TMS)
• 등록금 안정화 제도
• 고정 납부 제도
NYU 웹사이트에서 납부 제도 옵션과 해당
옵션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nyu.edu/bursar/payments

등록금 보험 환불 제도는 의학적
사유로 수강을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NYU의 환불정책을 보완하는 옵션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gradguard.com/welcome/n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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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op NYU
웹사이트에서 전체 일정
목록을 검색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직접
링크를 찾아 (훨씬) 많은

기한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NYU.EDU/NEXTSTOP

연방 및 주법, NYU
정책에 따라 입학 전에
여러 필수 건강검진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
건강
진기

필수
건강검진기록

필수
강검
기록
23

NYU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건강 검진 사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필수 건강 검진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NYU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월 18일

8월 1일

NYU 학생 건강보험
포털 오픈

“Think About It”
온라인 교육 이수

학생보건센터

학생보건센터

학생 건강보험 포털을 사용할 수

NYU의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고

있는 첫 날입니다. 이곳에서 NYU

의식 있는 캠퍼스 커뮤니티를

학생 보험을 상향, 하향, 취소하는

유지하기 위해, “Think About It”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 취소는

이라는 온라인 성폭력 방지 교육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nyu.edu/health/insurance

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향후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7월 1일

의무 건강기록 제출
학생보건센터

웰빙 설문지(Wellbeing
Questionnaire)를 포함한 예방접종
내역(Immunization History)과
학생 병력기록(Student Health
forms) 제출 기한입니다. 18
세 미만이신가요? 학생보건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증
치료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nyu.edu/health/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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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접속 정보는 7월 초에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메일함을 꼭
확인하세요!)
nyu.edu/sexual-respect

8월 1일

9월 30일

AlcoholEdu: Part One
이수 완료

NYU 학생 건강보험
등록 또는 철회 종료일

학생보건센터

학생보건센터

21세 이상이거나 음주를 하지

NYU가 후원하는 학생 건강보험

않는 경우라도, 모든 신입생은

등록 확정, 보험 유형 변경 또는

“AlcoholEdu” 온라인

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학생보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AlcoholEdu”는 크게 2

nyu.edu/health/insurance

파트로 구성되며,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10월 5일

관련된 접속 정보는 7월 초에

AlcoholEdu: Part Two
이수 완료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메일함을 꼭

학생보건센터

확인하세요!).

모든 학생은 파트 1을 이수한 후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nyu.edu/health/requirements

파트 2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

8월 1일

향후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Wellness Exchange
앱 다운로드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WELLNESS EXCHANGE

확인하세요!)

Wellness Exchange 앱을 통해

관련된 접속 정보는 7월 초에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메일함을 꼭
nyu.edu/health/requirements

매일 24시간 카운슬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6개 언어 지원).
친구들과 채팅하듯이 카운슬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선호하는 경우, 같은
앱에서 3번의 터치만으로 24/7
Wellness Exchange 핫라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NYU Wellness
Exchange” 를 검색하세요.
nyu.edu/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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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생각합니다.
NYU 학생보건센터를 찾아
오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최고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건강 상태를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이 저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당일 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어느 때라도 의료/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의 건강한 NYU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NYU에 입학하기 전에도 의료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llness Exchange(전화: (212) 443-9999)
로 문의하시거나, wellness.exchange@nyu.edu
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만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심리치료사 또는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건강검진기록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212) 443-1000

health.center@nyu.edu
nyu.edu/health

모지스(Moses)
장애학생지원센터
(212) 998-4980

mosescsd@nyu.edu
nyu.edu/health/moses

카운셀링 및
웰니스 서비스

건강증진 사무실

(212) 998-4780

(212) 443-1234

nyu.edu/counseling

Wellness Exchange

health.promotion@nyu.edu
nyu.edu/health/promotion

(212) 443-9999

wellness.exchange@nyu.edu
nyu.edu/9999

성범죄 지원서비스센터
(212) 443-9999

약국
(212) 443-1050

NYU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학생보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YU
후원 학생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SHC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험
안내서에 보험 상세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
안내서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6월 중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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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약국이
학생 보건센터 내에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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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요 일정과
기한을 살펴봤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간략하게 여러분의 준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
스트
연락
유용한 자료입니다.

체크리스트
및 연락처

체크리
트 및
연락처
31

체크리스트
Next Stop NYU 일정과 기한, 기억하면 유용한 추가
준비 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5월
❑

5월 1일

NYU 이메일 주소 활성화

❑

5월 1일

신입생 환송회 참가 등록 시작

❑

6월 1일 *

I-20/DS-2019 신청서 제출

❑

6월 1일~30일

학사 관련 상담 및 등록

❑

6월 18일

NYU 학생 건강보험 포털 오픈

❑

6월 22일 *

Project OutReach 신청

❑

6월~7월

가족 구성원에게 eSuite 접속권 부여

❑

7월 1일 *

성적 증명서 및 시험점수 제출

❑

7월 1일 *

의무 건강기록 제출

❑

7월 12일 *

통학생 대상 1박 2일 수련회 등록

❑

7월 16일

NYU eSuite에서 가을학기 등록금 청구서 안내

❑

7월~8월

기숙사 관련 웨비나 수강

❑

7월~8월

통학생 및 편입생 웨비나 수강

❑

8월 1일 *

NYUCard용 사진 제출

❑

8월 1일 *

“AlcoholEdu: Part One”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

❑

8월 1일 *

“Think About It”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

❑

8월 1일

“NYU Wellness Exchange” 앱 다운로드

❑

8월 5일

신입생 환영주간 온라인 일정 개시

❑

8월 6일 *

등록금 납부 또는 납부 제도에 등록

❑

8월 6일

NYU 북스토어에서 교재 대여 또는 구매

❑

8월 7일

학생 근로 등록 개시

❑

8월 25일

NYU 신입생 환영일 및 기숙사 입주일

❑

입국/도착 시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6월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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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한은 초록색 글씨로 씌여 있고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일까지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표시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항목의 경우, 모든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학기
❑

9월 17일 *

교내식당 이용 옵션 변경

❑

9월 30일 *

NYU 학생 건강보험 등록 또는 철회 종료일

❑

10월 5일 *

“AlcoholEdu: Part Two”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

❑

여름

NYU 재무 교육 툴인 iGrad 이용법 교육

❑

여름

모지스 CSD 접근 서비스 신청

❑

여름

Campus Cash 계정 활성화

❑

여름

가족 구성원에게 Campus Cash 접속권 부여

❑

여름

가족 구성원에게 NYU Albert 접속권 부여

❑

여름

NYU Albert에서 준비 목록 검토

❑

여름

학부모에게 학부모 뉴스레터 가입 요청

❑

여름

“NYU Mobile” 앱 다운로드

❑

여름

“Safe NYU” 앱 다운로드

여름

개인 일정 및 기한
❑
❑
❑
❑

여러분을 도와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2019년 가을학기부터
NYU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교수님이나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NYU Connect 에
문의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yu.edu/nyu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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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다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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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특정 NYU 단과대학 연락처를 포함한 추가 연락처는
nyu.edu/nextsto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212) 998-2806
nyu.edu/bursar

bursar.studentaccounts@nyu.edu

학생생활지원센터................................................... (212) 998-4411
nyu.edu/student-life

student-life@nyu.edu

교내식당 서비스................................................... (212) 998-4900
nyu.edu/dining

askcampusservices@nyu.edu

학자금 지원........................................................... (212) 998-4444
nyu.edu/financial.aid

financial.aid@nyu.edu

글로벌 서비스....................................................... (212) 998-4720
nyu.edu/ogs

ogs@nyu.edu

예방접종 및 필수 건강검진기록 서비스................. (212) 443-1199
nyu.edu/health/requirements

health.requirements@nyu.edu

모지스(Moses) 장애학생 지원센터.................... (212) 998-4980
nyu.edu/health/moses

mosescsd@nyu.edu

NYU 북스토어...................................................... (212) 998-4667
ShopNYU.com

nyu@bkstr.com

NYUCard 센터...................................................... (212) 443-2273
nyu.edu/nyucard

nyucard@nyu.edu

학부모 상담전화.................................................... (212) 998-4219
nyu.edu/parents

parents@nyu.edu

생활안전처 ............................................................ (212) 998-2222
nyu.edu/public.safety

학적처................................................................... (212) 998-4800
nyu.edu/registrar

registrar@nyu.edu

기숙사 및 기타 주거 정보 안내............................ (212) 998-4600
nyu.edu/housing

housing@nyu.edu

학생보건센터.........................................................(212) 443-1000
nyu.edu/health

health.center@nyu.edu

학생 건강보험 ....................................................... (212) 443-1020
nyu.edu/health/insurance

health.insurance@nyu.edu

와서먼(Wasserman) 경력개발센터................... (212) 998-4730
nyu.edu/careerdevelopment

career.development@nyu.edu

Wellness Exchange.......................................... (212) 443-9999
nyu.edu/999

wellness.exchange@ny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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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UNIVERSITY
Center for Student Life
60 Washington Square S
7th Floor
New York, NY 10012

NYU.EDU/NEXTS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