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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 한의과 대학 
 

1. 학교 소개 
 
국제 한의과 대학(UEWM)의 한의학 석사과정 핸드북은 대학의 사명과 목표 및 제반 규

정에 관하여  재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그들이 재학중 원활한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지침
서이다. 이 핸드북은 본 대학의 제반 운영 정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에 관심을 가진 미래의 학생으로서, 본교에 등록 전에 이 핸드북을 검토 하는 
것은 당신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교는 등록전 학교 성취도 현황 서류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며  학교측은 지원자가 등록하기 
전에  미리 학교 성취도 현황 서류(School Performance Fact Sheet)를 지원자에게 제공
해야한다. 국제 한의과 대학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각의 프로그
램은 해당 언어로 강의가 진행된다.  

 
본 대학은 과거 5년간 파산신청이나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11 U.S.C. Sec. 

1101 et seq.)의 Chapter 11에 의한 구조 조정 신청을 한 바가 없기에 파산에 따른 미결정 
사항이나 채권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  

 
2. 학교의 사명과 목표 
 
  대학의 사명은 전통 한의학 분야에 관하여 재학생들에게 석사학위 수준의 교육을 제공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호와 건강의 질적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대학은 전
통 동양 의학을 근간으로 서양의학과 연계한 최상의 의료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
서 지역 커뮤니티에 전통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의료인의 양성
에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학은 그들의 관련 영역에서 그들의 연구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 학생, 그
리고 졸업생을 위한 좋은 연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대학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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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체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서 연구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상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 사회에 낮은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시술을 제공하며 수시로 건강 및 보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교육 목적 
 
  국제한의과대학은 졸업생에게 다음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 및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1) 캘리포니아 주에서 라이센스를 소지한 한의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능력있고 

유능한 전문 한방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할 각종 치료방법과 한방진료 
지식을 교육.  

   
  2) 한방이론과 원칙을 이용할 수 있고, 정확한 환자의 병증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며  상응 진단에 근거한 정확한 치료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3)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확한 지식을 이용, 언제든지(긴급상황 및 일반상황 포함) 

환자의 병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4)  환자 치료에 있어 의료 윤리의 준수 및 품위 유지.  
 
  5) 환자를 돌보는 동안에는 늘 존경의 마음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진료를 행하고,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기밀 유지. 
 
  6)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하여 환자와 대중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7) 건강 관리 대상자에게 고품질의 한방의료 봉사를 하기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과 

전문적인 의료행위 실천에 이바지할 한방의료 분야 개발을 본 대학의 교육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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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의 역사 
 
국제한의과대학(UEWM)은 건전한 재단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한의학 전문 
교육기관이다. 

 
UEWM 설립자, Ying Qiu Wang (왕영추) 박사는 지난 수십년간 동서양방을 결합한 교육, 

연구, 및 임상치료에 많은 경험과 연구에 이바지 하였으며, 1990 년의 3 월에 가주 
오클랜드에 ‘세계건강센터’를 설립, 이것이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시에 국제 한의과 대학의 
설립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세계건강센터’는 기술, 연구 및 환자 운영 관리가 음-양의 
이론, 오행상의 관계, 기순환, 경락 시스템, 기관 시스템 (장부, Zang-fu)에 근거한 
한방과학을 한층 더 업그래이드 시켰으며, 한방의학분야에서 수준 높은 성과를 가져왔다.  
 
  1994 년의 3 월에, Ying Qiu Wang 박사 는 ‘국제 건강 및 치료 연구소’를 캘리포나아 주 
Sunnyvale 시에 설립하였다, 본 연구소의 설립은 국제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이정표 및 초석이 되었다. 왕 박사는 30 년간의 임상 연구 및 동서 양방의 의학 
이론을 결합시킴으로서 “핵관 의학 이론 ”를 수립하였다. 
 
  1997 년 10 월, 국제한의과대학은 캘리포니아주의 서니베일시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왕영추 박사가 학교 총장으로 정식 추대되었으며, 창립 취지에는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건강향상 서비스를 제 일의 목표로 하며, 고품격의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1999 년, 국제한의과대학은 캘리포니아 주 사립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 위원회인 
캘리포니아 BPPVE(Bureau for Private and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 
현재 BPPE 로 바뀜)에 정식으로 한의학 과정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국제한의과대학(University of East West Medicine), 중국식 명칭, 국제 의약 대학 
(國際醫藥大學)으로 승인 되었다. 이것은 실리콘 밸리에서 최초로 승인된 한방의학 
(TCM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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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년, 국제한의과대학은 캘리포니아 주 침술 위원회에 의해 정식으로 한의학 
석사과정 대학(MSTCM)으로 인준되었다. 국제한의과대학에서 MSTCM 과정을 완료한 
학생은 캘리포니아 한의사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같은 해, 왕영추 총장을 비롯하여 전체 이사회가 전미국 침구 및 동양의학 인준 위원회 
(ACAOM)에  인증신청을 하였고, 2003 년 6 월에 기초 인증을 받았으며, 2005 년 6 월, 
본대학은 정식 인증을 받았다. 이로서 국제 한의과 대학은 미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증된 고등 한방 교육기관으로 거듭 나게 되었다. 
 

2005 년 10 월에는 미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국제 한의과 대학으로부터 정식 입학 
허가서를 받은 학생은 미국연방정부의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03 년, 국제 한의과 대학은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인가에 의해 I-20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UEWM 의 MSTCM 프로그램에 
외국 유학생의 ( F-1 ) 입학이 승인 되었다. 

  
  2003 년, 국제 한의과 대학은 침구 및 동양의학 국가 감정 위원회 NCCAOM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에 정식 인준을 받아서 
본교 대학 졸업생은 미국 전국 침구사 자격증 및 한약사 자격증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다.  
 
  2003 년, 대학은 마사지 프로그램(초급, 중급, 고급)을 추가로 설립했으며,  BPPVE 와 
ACAOM 에서 승인을 받았다.  
 
  2005 년 10 월, 미국 교육부는 본 대학에게 Title 제 4 항, 자금 조달을 관리하는 권한를 
주었다. 1965 년 이후,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은 학생이 연방 정부의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학생 자신의 성공을 위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007 년,BPPVE 와 ACAOM 은 국제한의과 대학의 테극뤈(Taichi) 프로그램을 승인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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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PE 는 대학이 DAOM 과정을 offer 하는 것을 승인 했다 
 
2009 년 4 월,ACAOM 은 본교의 한의학 석사과정을 승인 했으며, 9 월에 DAOM 
프로그램을 승인 했으며 동년 9 월,본교는 13 명의 학생으로 DAOM 프로 그램을 
시작했다 2011 년 DAOM 프로그램은 최초로 3 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다. 
2011 년 9 월,ACAOM 은 본교의 DAOM 중국어 프로그램을 승인 했다 
 
2011 년 3 월, 본교는 Lawrence Expressway, Sunnyvale 에 위치한 새 건물로 이전을 
하였다 
 
5. 학교 인가와 인증 
 
침구 및 동양 의학  인준 위원회 ( ACAOM ) 
 

ACAOM 은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미국 한의사 및 동양의학 교육심사 인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책임기구이다. 국제한의과대학의 석사학위 과정(대학원) 프로그램은 ACAOM 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8941 Aztec Drive 
Eden Prarie,MN 55347 
Phone: (952) 212 2434 
Fax: (301) 313-0912 
E-Mail : coordinator@acaom.org 
                                                                                                                                                            
자격을 가진 석사 및 박사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연방 학생 재정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 가  
가능 하다.. 국제 한의과 대학의 Doctor of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DAOM) 은 
ACAOM 으로부터 Approval 을 받았으며 이는 ACAOM 의 Accreditation 을 받기위한  
첫단계로 궁극적으로 ACAOM 의 Candidacy  또는 Accreditation 을 받게 되리라는 
보장이 된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침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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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서 라이센스를 소지한 한의사는 독립적인 의료 직업 종사자이다. 
Acupuncturist (L.Ac.)는 침술, 약초, 영양학, 동양 안마, 지압 및 호흡 기술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1 차 의료 직업 종사자이다. 국제한의과대학은 캘리포니아 침구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의학 교육기관이다. 국제 한의과 대학 졸업생은 캘리포니아 한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1747 N. Market Blvd, Suite 180 
Sacramento, CA 95834 
Phone: 916-515-5200  
Fax: 916-928-2204 
Email: acupuncture@dca.ca.gov 
 
시민권과 이주 서비스 (BCIS) 사무국 

 
 국제 한의과 대학은  비이민 국제 유학생(I-20)인 비이민 외국인 학생이   등록할수 있도 
록 국토 안전국에서 인정 받았다.  
 
사립 고등 교육 위원회 
(BPPE: Bureau for Private and Postsecondary and Education) 
BPPE 는 본교의 DAOM 과정,한의학 석사과정,태극권, 튜나 마사지 과정을 승인 했다 
본교는 한의학 석사(영어/중국어/한국어) 과정과 DAOM( 영어/ 중국어) 과정을 BPPE 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침구 및 동양 의학 국가 감정 위원회 (NCCAOM) 
 
  침구 및 동양 의학 국가 감정 위원회(NCCAOM)의 목적은 감정의 기준을 설정,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NCCAOM 에서 제공된 시험의 결과 보고는 다른 기타 
주에서 라이센스 신청조건의 부속 자료로 사용된다. 국제 한의과 대학생은 미 연방 
한의사 자격증 시험과, 가주 한의사 자격증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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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생 보조금  

 
연방 정부는 대학이 자격이 되는 석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HEA Title 4 규정에 따라 PELL 
and FESOG Grant,Federal Work Study, Direct Federal Subsidized,Unsubsidized 및 
PLUS 학자금 대여에 관한 업무를 승인했다. 

 
TOEFL; 대학원 능력 입학 시험(GRE) 

 
국제 한의과 대학은 TOEFL 과 GRE 시험을 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승인받았다. 국제 

한의과 대학은 학생 및 기타 사람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시험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본교의 목표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친근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하여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TOEFL & GRE 비용은 $180.00 
이다 
 

6.Academic Calendar 
Academic Term 2014 – 2015 
Summer 2014 : Start May 5,2014 – End 16,2014 
Fall 2014 : Start September 8 – End December 20 
Spring 2015 : Start January 5 – End April 18 
Summer 2015 : Start May 4 – End August 15 
Fall 2015 : Start September 7 – End December 19 
 
 

7. 대학의 소재지 및 연락처 
 
  * UEWM 주소: 595 Lawrence Expressway Sunnyvale, CA 94085, USA  
  * UEWM 전화 번호:  (408) 733-1878 
  * UEWM 웹사이트 주소: http://www.uewm.edu 
  * UEWM 전자 우편: info@uewm.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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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 시설 
   
  국제 한의과 대학은 2011 년 여름 Remodeling 을 마친 자가 New Campus 캠퍼스에 
넓은 주차창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dministration office 와 교육관리 사무실, 서점, 
도서관, 카페테리아 및 한방 클리닉은 1 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업이 진행되는 각 
학과별 교실, 강당은 2 층에 위치해 있다. 특히 20 여실의 진료실을 갖춘 북가주 최대 
규모의 자체 한방 클리닉은 학생들에게  졸업과 면허시험에 요구되는 임상 실습에 
필요한 충분한 환자 진료 기회를 제공한다.   
 
 

9. 주차 
  
  Lawrence 에 위치한 UEWM 에는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많은 다른 
커뮤니티와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 교수, 환자 및 방문자의 사용을 위해서 
교정 가까이에 상업적인 주차장, 인접한 주차장 등을 할 수 있다. 
 
 
9. 도서관 
 
  대학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Sunnyvale 시립 도서관 및 3000 권 이상의 서적, 잡지 및 
시청각 장비가 있는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도서관은 크고 
조용한 공부 방과 소규모 스터디그룹을 위한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도서관은 
학생과 교수가 인터넷과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장비가 
갖춰져 있다. 교실 및 대학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침술 인체 모형으로 해부학과 침구혈 
위치를 공부할 수 있다. 침구, 본초학과 한의학에 관련된 수많은 중국어, 영어로 된 
책뿐만 아니라 서양 의학과 관련된 보건 의학 분야의 책들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정기간행물, 저널 및 잡지는 도서관의 접수대의 가까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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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현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보건 
분야와 의학에서 교육 CD-ROM 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학생과 교수를 위해 주 6 일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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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dmission & Requirements 
1.Open House 

Open House 행사는 매 학기별 2회가 실시된다.본교는 본교의 한의학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본교의 campus,시설 재학생,교수진, 입학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유망 지원자들은 본교의 학술및 사회봉사 활
동의 분야에 대한 활동에 초청을 받게된다 Open house 일정에 관하여는  본교의 
Administration office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 

 
2.Pre-Application Recommandation. 
      본교의 한의학 프로그램에 참여 하시기 전에 본교를 방문 하시기를 권고 한다.최상의   
      TCM 교육기관을 선택한 다는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아래 사항을 고려하시기를 권고                              
      한다. 
      가.본교의 Admission Office와 선약을 하고 campus tour 일정을 선약하고 
      나.본교를 방문 시에 학과 시간에 참석 하여 한의학 공부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도 유 
           익 할 것이다 

예약 전화 : (408) 733 1878 
 

3.입학 자격 

        가.미국의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 및 외국의 각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에서 최소한 2년의 대학과정을 마친자(대학 학점 60학점/ 4학기제 90학점) 

        나.평균 학점 2.0 이상  

              ( 의학관련 전공은 무관하나 향후 도움이 될 것이다)       
 
4. 입학관련 제출 서류 

      가.입학 원서 
      나.여권용 사진 2매  
      다.입학 신청비 : $60 / $100(유학생) : 입학 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입학 지원 동기 설명서 
      마.추천서(2부) 
      바.자기 소개서 
      사.영문 성적 증명서(과거에 수료한 대학 및 현재 출석중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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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증명서는 봉인된 상태로 관련 대학에서 본교 Admission office로 직접 송부) 
  
5. 국제 유학생( I – 20) 
    국제 한의과 대학은  연방법에 의거 비이민 외국 유학생을 모집할 수가 있다 
     국제 유학생은 입학시에 일반 입학관련 서류외에 추가로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재학중에 제반 비용( 수업료,숙식비,교재대금,여행 경비 등등)을 지불할 재정 능력을 증명 
          하기 위하여 입학시에 최소 $15,000 상당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재정 보조 확인서(본교 양 
           식 : Certified affidavit of support form 또는 Form I-134))를 제출 하여야 함 
      나.영어외 다른 언어의 경우 영문 성적표와 Evaluation Agency의 Evaluation Report 제출 
      다.유학생의 전학시 :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1- 20 form 사본,유학생 담당 직원이 Transfer 
           Request form을 작성후 SEVIS에 전학관련 절차를 마친후 관련서류를 제출시에 새로운 
           I – 20가 발급된다 
      라.유학생은 본교의 Designated Scool Officer(DSO) 에게  I-20 form copy, I-94,Visa copy,  
           Passport copy를 제출 하여야 된다 유학생은 학위 취득을  목표로 Full Time 으로 재학을  
           해야 된다 
      마. 유학생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 능숙도를 증명 하기 위하여 Official  
            TOEFL report를 제출 하여야 한다.유학생 중 미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소한  
             2년의 학사 과정(60 semester 학점 / 90quarter 학점) 을 취득하거나 영어로 교육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미국,캐나다,영국,인도등) 에서 학위를 취득시에 Englisdh competency를 
            충족 한것으로 간주한다 
       바.TOEFL 충족 점수는 IBT 기준 영어 프로그램 61점 / 중국어,한국어 프로그램 의 경우 45점   
            을 취득 해야 되며 이는 크리닉 Entry Level Intership에 참여 하기 전까지 제출을 완료 하 
            여야 된다 

  
 
7. 조건부 입학 
 
  특별한 경우, 학생은 입학을 위한 모든 요구에 부응하기 이전에 대학측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의 아카데미 위원회는 조건부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후 한 
학기의 내에 학생은 입학에 필요한 모든 조건(구비서류등)을 완벽하게 준비 하여야 
조건부 입학이 인정된다. 학점 보고는 보류되고,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음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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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불가능하다. 조건적으로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들의 자격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다음 학기까지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9. 입학의 취소 
 
  국제 한의과 대학은 입학 지원자의 입학자격 및 이에 해당하는 입학자격을 심사한다. 
입학 지원자는 학문적인 평가 목적을 위해 이전에 공부했던 교육 기관에서 받았던 학업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자는 부정한 증명서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 허가를 얻은 
것이 발각되면 해당 지원자는 대학에서 즉시 퇴학 처분 또는 입학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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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ademic Policies 
 
1. Full Time 및 Part Time 학생 
 
가. Full Time 학생은 학기당 최소 12 학점을 등록해야 한다.   
나. 학기당 12 학점 이하로 등록시에 Part Time 학생으로 간주 한다 
다. Full Time/Part Time 학생 모두 본 과정을  8 년이내에 끝내야 한다 
라. 22 학점 이상을 등록시에는 미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학위 과정 정책 
 
  대학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수강하는 비 학위 지원자를 염두해두고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침술 학회에서 승인된 개인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포함하며 자기 
발전을 위한 직업상의 목적을 위한 정보를 찾는 침구사, 의사 또는 다른 의료인도 
포함된다. 비학위 학생의 입학 허가는 표준 지원 과정과 동일하며, 모든 입학 요구에 
조건이 부합하여야 한다.   
 
  * $60 신청 요금 
  * 시민권의 입증 
  * 최소 대학 수준의 최소 60 학기 시간 학교 과정이 나타난 공식적인 성적표  
  * 등록 전 학장 또는 학생에 의해 사인된 비공식적 입학 허가 계획 
 
임상 과정을 원하는 침구사, 의사, 또는 다른 의료인 또한 캘리포니아 침술 학회에서 

승인된 개인 지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은 모든 임상 요구 사항에 응해야 한다. “비학위 
학생” 또한 기초 교양과목을 반드시 이수 했어야만 한다. “비 학위 학생”은 MSTCM 
학위에 대해 요구된 과목의 30%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경우, 30%를 이수시 비학위 
학생은 과정을 중단하거나 MSTCM 과정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비 학위 학생은 비 학위 
정책을 제외하고는 학위과정의 학생처럼 학교의 정책, 일정, 동일한 수업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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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 학생”은  학점을 받으며, 그리고 그들의 성적표는 “비학위 학생”으로 찍힐 것이다. 
비학위 학생의 등록은 각 학기마다 제한적일 수 있다. 

 
3.  성적 시스템 
 
  대학은 학과 과정, 시험 그리고 과목 평가에 다음의 아카데믹 성적 시스템을 사용한다.  
 
A = 4.0 성적 평점 = 94-100% 
A-  = 3.7 성적 평점 = 90-93% 
 
B+  = 3.3 성적 평점 = 87-89% 
B  = 3.0 성적 평점 = 83-86% 
B-  = 2.7 성적 평점 = 80-82% 
 
C+  = 2.3 성적 평점 = 75-79% 
C  = 2.0 성적 평점 = 70-74% 
 
F  = 0.0 실패 = 0-69% 
 
I  = 미완성 
NR  = 보고되지 않는 Grade 
W  = 퇴학 (5 주 후에 철수/ 12 주의 전) 
CR = 트랜스퍼 한 학점 
NC  = 학점 없음 
P  = Pass - GPA 에서 반영되지 않는 = – (“C” 이상) 
NP   = Failure - GPA 에서 반영되지 않는 = (“C” 이하) 
AUD   = Audit (청강) 
CHP   = Challenge 시험 (과정능력 검정고시 통과) 
IP   =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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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Incomplete Grade  
  “Incomplete”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성적을 make-up 하기 위해서 학기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해당 교수와 make up 완료시점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이에 상응한 계획서와 
완료 시점을 정하여 서면으로 Registra 사무실에 제출을 하여야 된다 특별히 설정된 
시한내까지 완료를 못할 경우 Incomplete( I ) 학점은 F 학점으로 처리가 된다 
 
나.정규 일정에 시험을 치루지 못할 경우. 
  지정된 시간에시험을 치루지 못하거나, 또는 지정된 시간외 일정에 없는 다른 시간에 
치른 과목 시험은 채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낮은 학점을 받을 수도 있다.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다른 상황에 따라 마지막 결정권을 행사 할 것이다. 지연된 
시험에서는 지연된 시험에 관한 일정비용을 청구 할 수가 있다. 이에 상응한 
연체시험료는 학생 개인이 강사에게 지불하는것이 아니며, UEWM 행정 사무실에 
지불해야 함을 명시한다. 
 
4. 성적 이의 제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주어지는 성적은 학생의 학업성적에 반영된다. 만약 해당 학생이 
반영된 성적에 동의할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성적 조정을 관련 
교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교수의 설명이나 처리에 만족하지 않으면 
아카데미 임원에게 이의를 제의할 수 있다. 
 
 
5. 청강  
 
  학생은 기초 과정(예과과정) 전부를 완료했을 때 수업의 청강생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모든 청강생은 아카데미 임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청강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정규 학과 학과목을 신청한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강 수는 제한적이다. 
청강생도 반드시 학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교육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문적인 정책, 
규정과 같은 모든 타당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청강생은 모든 강의 시간표를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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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청강생은 중간고사 시험과 기말 고사시험에서 면제되며, 시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위에 기술한 관련 규칙을 지키는 것이 청강생의 의무이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 부당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청강생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없다. 
 
6. 출석 
   
  출석은 모든 학과 과정에 있어서 기본이자 필수 요구사항이다. 결석은 정상적인 학과 
교육 수료 과정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학교는 출석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관리하며 
처리한다. 학생은 등록된 모든 학과강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교수는 학생 출석을 
기록해야하고 성실히 시행해야만 한다.다만 사유가 충분한 결석, 예를 들어 분만, 
진단서가 첨부된 병고, 상해, 가족의 사망, 변고, 또는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수락이 
가능한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학생은 결석 사유서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학교 교무처 주임 또는 등록처 담당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석에 관련 된 모든 사유, 일정, 필요한 충분한 시간 등등을 학교측과 상담하면 
학교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해당 학생에게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이다. 
 
7. 학업진행  만족도 ( SAP) 

   본교의 영문 캐다로그를 참조 요망 

  8. 학사경고와 퇴학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은 매 학기당 최소 GPA 2.3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GPA 가 2.3 이하인 학생은 두 학기 동안 학문적인 유교관찰의 학사 
경고를 받게 된다. 학사 경고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GPA 2.3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전체의 학사 경고 기간 동안 GPA 가 2.3 이상을 유지한 학생은 학사 경고 상태에서 
제외되며, 좋은 아카데미 신분으로 환원 될 것이다. 두 학기 동안 계속해서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대학측으로 부터 퇴학 조취를 받을 수 있고,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학교는 과목 시험에서 두번 낙제한 해당 학생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만약 3 번째 마져 낙제 한 학생은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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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학사 경고상, 해당 학생의 학과 과목에 대한 선택과 안배는  아카데미 
사정위원회장을 통해 이루어진 상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전반적으로 학기당 
12 학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 자동 퇴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학사 경고된 
학생은 학문적인 조언을 위한 아카데미 사정위원회장과의 면담과 상의를 권고한다. 재정 
보조는 학사 경고의 두 학기 동안에는 계속 시행될지도 모르지만 부득히 보호관찰의 두 
번째 학기 말까지 정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학생 재정보조는 종결될 수 있다. 
 
  학생은 또한 반복적으로 종합고사 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퇴학 처분의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본  카탈로그에 있는 종합시험 란 을 참고 하기바란다.  
 
  퇴학을 받은 학생은 학생의 성적표에 “퇴학”으로 표시 된다. 
9. Challenge 시험 
 
  학생이 UEWM 의 필수 과목을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수강했거나, 또는 직업상 
경험이 있는 자에게 학교는 그 과목에 대한 Challenge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아카데미 Dean 은 모든 challenge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의 challenge 시험 을 
승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Challenge Exam 에 합격을 하게되면 “CP”의 
grade 를 부여 한다.시험에 불합격한 (요구 점수 미달)  학생은 전체 수업비를 내고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학생이 challenge 시험을 치루기 위해 시험 요구를 정식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해당 

학생은 시험 전에 시험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10. 종합고시 시험 
 
  종합고시의 포괄적인 시험은 교과 습득능력과 다음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학생의 학과 준비 상태를 사정하고 해당 학생이 예정시기에 졸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기도 하다 . 종합 시험은 또한 대학 행정상 목표 달성의 평가 기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학 학과의 학문적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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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고시 시험 I 은 (승급시험),  학과 프로그램 3 년차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만 크리닉의 시니어 인턴으로 승급하는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고시 시험에 실패하는 학생은 이에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학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종합고사 시험 II (졸업시험)은 졸업을 위하여 학생의 학문적인 준비완료 상태를 

평가하고 캘리포니아 침구면허 License 시험과 같은 모의고사를 치름으로서  학생들에게 
사전 경험을 제공한다. 종합고사 시험 II (졸업시험)에 2 번 실패한 학생은 아카데믹 관련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하여 담당 프로그램 학장을 만나야 된다 만약에 추가로 학과과정을 
택할시에는 Federal Student Aid 는 불가 하다. 
 
11. Credit transfer 정책과 절차 
 
   UEWM 측은 제출한 성적표를 심사하여, 과연 어떤 학점이 이에 부합하고 면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면형식으로 통지한다. 만약 해당학생이 이에 의의가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학생은 아래에 명시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과정을 이수한 학교의 인가 상태를 나타낸 학교의 카탈로그, 또는 해당학교가     
     캘리포니아 침구 협회나 미국 연방 정부로 부터 인정 받은 인정 증명.  
   2) 그들이 트랜스퍼를 원하는 매 학과 과목에 대한 과정 설명서.  
  3) 트랜스퍼를 원하는 과목이 리스트된 공식 성적표 (수강 시간, GPA, 등등) 
   4) UEWM 의 트랜스퍼 학점 신청 양식. 
 
대학은 해당 학생이 이전에 수료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대 과목을 기본으로 하여 학점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의 학과가 캘리포니아 침구 협회에 의해 승인된 학교기관이고, 미국 

교육부에 의해  인정된 교육 기관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교과과정은 국제 한의과 대학으로 직접 트랜스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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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교과학습이 외국 학교나 기관에서 완료되었다면; 모든 외국에서 취득한 
교과학습의 평점은, 학생 개인의 비용으로 US 교육기관 인증의 동등함을 인정받기 
위해,  US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이수한 학과목 명칭, 크레딧, 공부한 과목의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교과 학습상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학급/수강시간이 UEWM 에서 제공된 학과와 비슷하거나 
동등함이 있어야만 한다. 

 
  3) 각 트랜스퍼 과목은 C(2.0)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한다. 트랜스퍼 크래딧 신청 양식에 

리스트된 모든 트랜스퍼 과목에 대하여 총 평균 GPA 가  2.0 (C)이상 이어야 한다. 
 

  4) 이수한 과목은 10 년 안에 이수한 과목에 한해서  학점이전이 가능하다. 이수한지 
10 년이 지난 과목의 경우, 해당 학생은 같은 학과 과목을 재수강 하거나 또는  
challenge 시험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예외로 해당 학생이  계속 해서 학과 
과목과 동일하게 관련된 직업에 계속 종사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활동 한 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비록 해당 과목의 기한이 
10 년 이상 초과 되었더라도 학점이전을 인정 할 수 있다. 

 
  5) 타이지, 기공 그리고 tuina, 지압 과목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은 학교나 기관에서 

이수한 학과 과목은 일반적으로 트렌스퍼 할 수 없다. 
 
  Western Science 관련 과목은 100%까지 크레딧 이전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침구 위원회와 침구 및 동양의학 인증 위원회(ACAOM)에 의해 승인된 
학교에서 이수한 한방이론학과 및  TCM  임상 교육 과정은 100%까지 트랜스퍼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침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ACAOM 에 의해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TCM 한방이론 과정 및 임상 교육 과정의 학점 크레딧은해당과목의 
최소 50%를 UEWM 에서 이수하는 전제 조건하에 UEWM 에 의해 크레딧 시간의 
50%까지 승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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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야에서 미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M.D. 혹은 D.C 와 같은  
학위를 소유한 응시자는 그들의 성적표에 나열된 과목 이상을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크래딧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아카데미 위원회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한다. 

 
모든 트랜스퍼 크래딧은 국제한의과대학에 입학 첫해의 마지막 날 까지완료 하여야 

한다. 
 
 

12. 캠퍼스 내의 강간과 성희롱  
 
  국제한의과대학의 정책적인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정부 법에 의거하여 대학
교 교내의 교육환경, 작업환경 및 상업적인 환경에서 어떠한 성적인 희롱 및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근절하는데 힘쓸 것이다. 성희롱에는 성적 접촉 및 
괴롭힘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어행위, 부당한 행위, 부적절한 교류 등등이 있다. 
 
  UEWM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 열려있는 지식의 진보 및 상호교환을 소중히 여긴다. 
솔직함과 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객관성 및 상호신뢰를 요구한다. 그것은 강압, 공갈, 
또는 착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공고한다. 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책
임은 최대 권위를 가진 UEWM의 행정부서 교수 및 관리자 활동하는 지역 사회의 그 일원
에게 있다. 
 
  그러므로 UEWM 은 강간과 성희롱의 다른 형태로부터 커뮤니티의 보호 하기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강간 및 성희롱의 보고의 과정은 모든 학생, 교수, 그리고 스탭에게 
도움이 된다. 핸드북의 첨부 1 샘플 보고 양식을 참조하라.  
 
  만약 UEWM 의 커뮤니티 활동 또는  UEWM 의 내부 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일원들 
사이에서 강간 및 성희롱이 있다는 것을 알거나 당신 스스로 믿는 경우에 당신은 대학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신중하게 노력하고 조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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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EWM 은 교내에 강간 카운슬러를 훈련, 배치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강간 사건에 
포함된 사람은 고도로 훈련된 YWCA, 그리고 BAWAR 카운슬러 등에  개인적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YWCA 와 BAWAR 의 현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 
YWCA 와 BAWAR 카운슬러는 필요에 따라 남자/여자의 의견을 병원 및 또는 집행 기관, 
학생에게 알린다.더 많은 정보는행정사무실에 비치된 UEWM 강간 책자를  참조하라.  

 
University service Line:   (408) 733-1878 
YWCA 24-hour service Line:  (408) 287-3000  
BAWAR 24-hour service Line:  (510) 845-7273  

 
 
13. 졸업 필요조건 
 
  학생은 입학당시 학교에서 제공한 규정된 조건을 반드시 만족 시켜야만 졸업할 수 있다. 
대학이 해당 학생의 예정된 시간표대로 졸업시키기  해서 해당 학생은 반드시 아래에 
기제된 사항에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않된다. 
 
  * C 이상의 학점으로 필수이론 학과목 및 클리닉의 모든 필수 과목의 완료. 
  * 모든 학점에서 최소 2.3 의 GPA 를 유지. 
  * 모든 종합시험을 통과. 
  *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졸업신청서” 를 작성하여야 함. 
  * 졸업 비용을 포함 모든 학과비용을 청산하여야 함. 

* UEWM 에 빌려준 모든 도서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함. 
 

14. 고충처리 절차 
  UEWM 는 정당하고 공평한 채널로 UEWM 의 정책, 과정, 근무 조건, 관리자 규율, 퇴학 
또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학생의견의 출구로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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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의정서를 고안했다. UEWM 고충처리 과정은 가장 낮은 레벨에서 가능한 빨리 
고충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공평하고, 편견없는 방법을 제공한다.  
 
  고충처리 정책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문제 재기를 한 날짜에서 10 일 이내에 사건에 포함된 경영 간부 일원과 함께 
그것을 토론해서 소원수리한다. 경영 행정 관리자는 학생에게 답변을 주기 위하여 
10 일간의 작업 일정을 둔다. 
 
   만약 고충처리가 만족하게 처리 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아카데미 
지도자(총장)에게 고충처리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고충처리의 사건 설명 
  * 위반된 특정한 정책, 절차, 계약 또는 법률; 
  * 관련된 문서 
  * 문제 해결책 
 
  아카데미 지도자(총장)는 약식 회의에 소원수리와 관련된 학생 및 경영 간부를 초대할 
수 있다. 상호간 깔끔한 마무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아카데미 지도자는 10 일 
이내에 고충처리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고충처리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 명의 교수; 1 명은 총장이 선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교수들에 의해 선출  
  * 2 명의 학생 대표는 학생회가 선택 
  * 3 명의 행정부 임원: 아카데미 임원에 의해 선출 
 
  위원회는 의장을 선임한다. 고충처리한 개인은, 의장에 의해 10 일 안에 고충처리 
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지한다: 
 
  * 각 문제점은 고충처리 문서에 서면 형식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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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처리에 관해 받은 문서로 모든 관련 문서 
 
  고충처리 위원회의 의장은 날짜를 정하고 소원수리는 문서로 통보된다. 위원회는 
청문회가 고충처리 정책 및 절차에 일관되고 완전하며 공평한  방법으로 개최하며, 
소집하기 전에 고충처리에 관련된 모든 신뢰성 있는 기록을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두 위원회는 모두 증인을 세울 자격이 있다. 청문회가 열린 후에 위원회는 총장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권고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총장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내용을 작성하며 위원회는 15 일간의 처리 기간을 갖는다. 이 절차를 
시작함에 있어, 총장의 결정이 최후의 결정권의 행사라는 점을 포함된 UEWM 행정 및 
위원회의 동의하에 행한다.  
 
  학생이 고충처리의 철수를 원할 경우, 면제에서 통보까지 시작 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부분에서 시작 시간의 제한 및 연장은 두 위원회에게 
상호 서면 계약서에 의해 면제 및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학생이 적절한 개인과 접촉할 
수 없을 경우, 적용 가능한 제한된 시간 내에 집행 행정처에 문서로 작성된 고시를 통하여 
고충처리를 연장 할 수 있다. 
   
  만약 학교측이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나, 고충처리 위원회 
정책과 과정에 만족 하지 않고 불공평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학생과 직원은 사립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 위원회 BPPE 와 접촉할 수 있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lifornia, 95833 

Phone: (916) 431-6959 
Toll Free: (888) 370-7589 
Main Fax: (916) 263-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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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www.bppe.ca.gov 
E-mail: bppe@dca.ca.gov 

 
15 휴학 허가 양식 및 규칙 
 
  본교에서 설립한 대학 관련 규정과 연방 Title IV 학생 재정 보조에 따라서, 학생은 다음 
이유에 대한 휴학 허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학으로부터 휴학 허가를 요청한 
학생이 등록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다음 조건과 유효기간내의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1) 휴학을 위해서 서면으로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은 휴학 허가 이전에 의외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휴학 허가 전에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특수 긴급 상황은 제외). 

 
 2) (Title IV 재정 보조를 받는 경우) 재정 보조 담당 직원, 또는 아카데미 임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F-1 비자 학생인 경우 외국 유학생 담당 직원에 의하여 휴학 허가 요구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Title IV 재정 보조를 받은 학생은 12 개월 기간동안 한 번의 휴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문서로 충분히 입증하면 2 회 이상의 휴학 
허가는 가능하며, 모든 휴학 허가에 대한 전체 일수는 12 개월동안  180 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 12 개월의 기간 산정은 학생이 휴학한 첫 번째 날로 부터 시작, 계산한다. 휴학 
허가 시간의 승인은 Title IV 재정보조 목적에 졸업 예정시간과 연방 학자금 융자의 
학생의 “기대 완료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 재정 보조와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학생이 경우, 일단 휴학 허가 승인 기간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자퇴로 간주되며, 대학측에 의해 연방 보조 기금 위원회, 또는 
융지회사에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공지한다. 결과적으로, 원금 지불 유예 또는 
상환 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원금 지불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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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퇴 또는 휴학 일과 연방 정부 보조 금 유예기간 기준일은 학교 출석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 등록 기록처에 기록된다. 국제한의과대학측은 연방정부 또는 
융자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잔여분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해당 기관에 반납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야 하며, 아울러 해당 학생은 해당기관에 원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16. 대학으로부터 자퇴 
 
  학교 교육 아카데미 부서의 승인 없이, 연속 2 학기 동안 등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대학측은 해당 학생이 자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해당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거나 
해당 학생이 프로그램을 국제한의과대학에서 완료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관련된 
입학수속을 새로 신청해야 하고,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재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학과 학생의 학과목 무단 결석 및  수업료 지불 거부, 지불한 수표에 대한 
수표결제정지 등등과 같은 것을 해당 학생 스스로의 자퇴의사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만약 자퇴를 원한다면,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잠시 휴학을 원하는 학생, 또는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휴학계 또는 퇴학 
수속을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완료해야 한다. 대학에서 자퇴하는 학생, 또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학과 수업을 중단한 학생은 완료하지 않은 각 과목에 대하여 “F” 학점으로 
처리된다. 공식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학 또는 퇴학 양식을 완벽하게 작성하여 아카데미 임원 또는 등록 부서에 신청함. 
 
  2) 대학측에 지불해야할 모든 부채를 청산 하여야 함.  
 
  3) 대학측에 소유된 모든 책, 물자 또는 장비를 반납하여야 함. 

 
4)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학교 보조금 담당과 상담하여야 함. 

 
 
17. 학과 과정의 추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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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부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 원하는 과목을 추가 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수강 과목의 변동이 있을 때, 학생은 추가/취소 양식을 작성하여 (서류는 행정 
사무실에 있음) 행정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기 시작 후 과목을 취소하는 학생은 학비의 부분을 percentage-rate 방식으로 받을 

것이고 학기의 9 주차 수업 전에 수업을 취소하는 학생에게 반환 비용이 제공되는데 
정확한 환급 방식과 조건은 입학 합의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학기의 9 주차 이후 수업 
취소하는 학생은 수업료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3 주 부터는 어떠한 경우도 학과 
취소는 허용 되지 않는다. 다만 심각한 사고, 병,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 등은 예외 
사항으로 삼는다. 공식적으로 과목의 취소가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과목의 전체 
수업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F”의 학점으로 처리된다. $25 프로세스 비용은 학기가 
시작한 후 각 과목의 추가 또는 취소 시 발생하며 이를 반드시 지불 해야 한다. 연방 학생 
보조금을 받는 학생은 연방 정부에게 미수된  보조 비용의 환불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18. 차별대우가 없는 정책 
 
  1964 년의 민권법 행위의 Title VI , 1972 년의 교육 개정안 의 Title IX, 1973 년의 
사회복지법안 제  504 조항, 1975 년의 연령 차별 행위, 및 1990 년의 미국 장애인 재활 
법에 따라, 국제한의과대학은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 고용, 또는 인종, 성, 색깔, 국적, 
조상, 종교, 성 교육, 종교 신앙 에 대한 차별대우를 행할 수 없다.   
    
  학생은 어떤 활동이든지 인종, 색깔, 국적, 종교, 성, 성 교육, 장애 또는 연령의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 차별 대우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학교측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더 알고 싶다면 행정부 임원에게 상담할 수 있다. 

 
19. 교육 기록의 사생활 보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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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한의과 대학(UEWM)은 1974 년의 수정한 가족 교육 권리, 기밀 행위보안 법규를 
(BURKLEY) 충실하게 준수한다. 현재 학교에서 소장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록은 
서면형식으로 5 년간 보관하며 각 학생들의 학업기록부는 50 년간 보관한다. 
 
  가정교육권리 및 비밀 보장권 ( FERPA )에 의거, 학교측은 학생개인의 기밀자료 보안권,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성적, 재무상황, 출석기록) 등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한 FERPA 의 정책 수첩 자료는 학교입학 등록처에 비치되어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해당학생 본인의 개인 자료 열람의 요청시에는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이에 관심이 있고, 본인의 자료열람을 원하고, 자료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측에 
정식 서면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은 교육적인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 약식 개정 또는 형식적인 
구두에 의해 요구된 권리는 만약 기록이 부정확하고 잘못되어 있거나  학생의 권리에 
위배된다면 그 기록들을 변경 시킬수 있다; 그리고 이견을 명백하게 하기위해 기록에서 
삽입하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모든 것을 들은 후, UEWM 측은 건강, 교육 및 
복지부에 학생 사정에 대한 요구된 변경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더하여, 교육 상 기록의 기밀은 해당학생의 서면으로 기록된  허가 없이 또는 학생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UEWM 는 대외에 개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UEWM 은 해당 학생의 동의서 서명 없이, 제삼자에게 해당 학생의  기록을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현재 PUBLIC LAW 93-380, SECTION 438 (THE BURKLEY AMENDMENT) 
법율조항에 의거, 학교측은 해당 학생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성적표, 
기록, 개인자료 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974 년의 권리 그리고 기밀 행위는 UEWM 는 FERPO 또는 그들의 규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지는 경우에 건강, 교육 및 복지부의 가족 교육 권리 그리고 기밀 
사무실 (FERPO)에 문서로 쓰여진 파일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학생 기록은 5 
년 동안 문서로 형식으로 보관되며 각 학생의 아카데미 기록은 50 년간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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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제출된 모든 입학 문서는 대학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학생에게 되돌려 줄 의무는 
없다. 
 

 
20 단위/시간 변환 
 
  1 학점은 주당 1 시간씩 15 주 기간(학점 당 15 시간)동안 수업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며  
임상 교육은 30 시간이 1 학점으로 계산된다.; 
  
  독립적인 연구 자습시간 또는 교외실습은 45 시간을 1 학점으로 한다.  
 
  전체적인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9 개 학기로 계산된다. 매 학년은  
3 학기로 짜여져 있으며, 각 학기 15 주씩으로 구성한다. 취득한 모든 학점은 
SEMESTER 제로 계산된다.  
 
21. 학생 지침서 
 
  UEWM 은 교내에 있는 모든 임원들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기대한다. 학부에 있는 재학생은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솔직하고 
정직한 학생으로 자긍심을 갖는다. 
   
  행정 위원회 의원의 자유재량으로, 학생은 대학의 교육 목표임무의 행위에 위배행위를 
하는 자,  대학의 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자, 학문적인 공부를 게을리 하는자, 
다른 사람(제 3 자)의 생명과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맡은바 직책을 등한시하고 
직무유예를 행하는 자, 그리고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위반하고 부주의한 행위를 
하는자 등등 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 되며 해당 학생은 대학에서 
퇴학 시킬 수도 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부당행위에 관한 리스트이며, 단지 아래 
서술된 것에만 한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사유없는 과다한 결석 및 지각 등의 태만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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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EWM 구내 또는 UEWM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측에 의한 행사 또는  이벤트기간   
동안에 알콜 음료 또는 불법 약품 등 학교측의 동의없는 권한외 사용, 소지한 행위. 

 
  3) 마약복용, 불성실한 행위, 절도 행위 및 필요이상의 논쟁 및 폭력행위. 
 
  4) 무기 의 소유, 사용 또는 남용, 위험 물질, 또는 불법 물질 소유한 행위. 
 
  5) 크리닉 또는 교실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 
 
  6) 고의적으로 학교의 명예, 학교의 종지, 교학목적을 훼방 또는 저하시키는    행위 
 
  7) 다른 개인의 부당한 행위를 은폐 시키는 행위. 
 
  8) 중대한 개인 부정 행위 
 
  9) 학교측의 수권없이 학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히고와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10) UEWM 과의 경쟁에 부당하게 참여하여  UEWM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상의 

이익을 개인목적으로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위 
 
  11) 캠퍼스 내에서의 성적인 인신공격 및 성희롱을 행하는 행위 
 
  12) 직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13) UEWM 에 경제적인 부담 또는 이에 승낙하는 행위 
 
  14) 학교측의 어떠한 동의 없이 UEWM 직원, 교수, 졸업생, 학생 또는 환자에 관하여 

기밀 정보,  개인 비밀 등을 권한외 방식으로 누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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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일반적인 UEWM 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16) 도서관 사용상의 규칙위반 및 무단으로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착취한는 행위  
 
  17) 시험에서의 눈 속임이나 타협 컨닝 행위, 무단으로 시험지를 교실외의 지역으로 

가져 나가는 행위.  
 
  UEWM 의 총장은 상기 열거된 항목 중, 한 개 이상의 조항을 위반한 학생을 
정학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 정학 및 제명된 해당 학생은 해당 학기 기간 동안에 
학생이 지불한 학비 또는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한 경우는 보호관찰, 정학 
또는 퇴학 등이 성적표 사본에 표기 되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상실하고 이미 지불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상환할 것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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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tudent  Service 
 
 
 
 

1. 거주지 
 
  대학은 학생이 거주할  부속 기숙사시설 없지만 학교근처 (서니베일 시와 산타크라라 커
뮤니티, 쿠퍼티노와 마운틴 뷰 등등)에 중저가 및 고급의 랜탈 아파트와 다양한 가격의 하
우스가 많이 산재해 있다. 또한 대학은 로스 알토스, 사라토가, 캠밸, 산호세, 밀피다스와 
프리몬트를 포함 다른 거주 커뮤니티로 통학 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
다. 

 
대학은 학생들이 거처할 주거를 찾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공동 주거를 찾거나 또는 다른 지역 커뮤니티와 전문적인 부동산 리스 또는 
랜탈 리스트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을 제공한다. 학교 
입학처에서는 학생들의 주거를 찾아주는 것을 돕고 있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가능한 
주거지를 찾아내는 것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 학습 관련 조언 
 
학사 일정 관리자 및 다른 지정된 관리 요원은 학생에게 학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매 학기마다 최소한 1 회의 학사일정 관리자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상담하도록 한다. 교수진과 학생, 학문적인 의문을 가진 학생을 돕기 위해 학사 
일정 관리자 및 다른 지정된 관리 요원은 항상 최선을 다 한다. 

 
3. 학생 로비 
 
학생은 학기 중 또는 강의 시간 사이에 학생 로비의 사용할 수 있다. 학생 로비는 상호 

교제, 식사, 휴식, 공부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부엌에는학생들이 편안하게 식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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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무선 인터넷 접속, 냉장고, 전자 레인지 및 식기 세척대, 식탁 등이 준비, 설치되어 
있다.  

 
4. 학생회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는 3 개 언어 프로그램이 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각 언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학생연합회 및 대학측에 의해 각학기 별로  “학생의 날” 을 
제정하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 개최일에는 학교측에서 점심을 준비하며, 각 언어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대학측은 여러가지 학교의 최근 소식 및 기타 뉴스를 공고, 
발표하며, 각 학기별의 포상행사도 아울러 거행한다. 본 이벤트를 통해서 학교는 학교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우정과 이해의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5. 학생 대표 
 
국제 한의과대학의  학생회는 학생 복지에 관해 토론하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학생들 

의 관심사 및 학생과 UEWM 발전에 타당한 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는다. 학생은 정상적인 미팅 및 대화를 위해, 학생 대표자를 
선임한다(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학기당 한번 이상). 정기 회의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문제점은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행정 관리자에게 주어진다. 적합할 경우, 학생 대표는 
주간 행정 직원 회의에 초대될 수 있다. 학생 대표는 적어도 1 명의 학생 임원이 있어야 
하는 소원수리 위원회를 통해 만난다. 소원수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미팅을 갖는다. 
학생은 그들의 학생 대표자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행정부서로 제안, 
코멘트, 또는 그룹 요구를 제출 하도록 권고한다. 

 
6. 전화 
 
  UEWM 사무실 및 클리닉에 설치된 전화는 사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전화를 
사용 하고자 하는 학생은 UEWM 캠퍼스 밖에 위치한 공중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7. 흡연 통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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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방 의술은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연구,  실행하는 

학문이다. 학생과 모든 직원은 건강한 생활 양식을 보여줄 필요와 의무가 있는 
의료행위자다. 그러므로 흡연은 UEWM 교정 및 주차 지역 내의 모든 지역에서 금지된다. 

 
8. 컴퓨터 시설 
 
학생과 교수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스테이션(UEWM 도서관, 독서 열람 

지역 등등)에서 항시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대학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학생과 
모든 직원은 이에 부합한 정당하고 바른 에티켓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대학 컴퓨터는 
단지 전문적인 TCM 의 사용에 한한다. 대학측에서 만약, 그들의 컴퓨터의 사용과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 부적당하게 이용되는 경우를 적발했을 때 그 직원은 해고 될 수 있으며 
학생은 학사경고 또는 퇴학 처분 될 수 있다. 
 
9 직업 소개 
 
  대학은 베이 지역에 있는 동창회, 그리고 각종 의료 시술자와 개업 한의사와  긴밀한 
접촉을 항상 유지해오고 있으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각 업계의 구인 안내를  캠처스의 
구직게시판에 올린다.  

 
현재 침구 사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넓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라이선스 받은 

침구사의 취업 및 개업 기회는 더더욱 증가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보험회사가 침구 
시술을  보험 처리의 항목으로 허용하는 추세이다. 전통 한방의학 시술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한의과대학은 고용상의 어떤 보증도 해줄 수 없다. UEWM 는 작은 
사업을 추천하며, 자유롭게 상담, 통보를 제공하는 기관에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 기관은 실리콘 밸리 직업적인 개발 센터와 SCORE 를 포함한다. 

 
 

10. 분실물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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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에서 습득된 품목은 행정 사무실에 보관된다. 분실물이 발생 되었을때, 어떤 분실된 
품목이든지, 항상 행정 사무실에 상담하기 바란다. 진료소에서 분실된 품목에 
대하여서는 진료소 안내원에게 문의한다.  
 

 
11. 학생 할인 
 
  학생은 UEWM 학교 클리닉에서 침구 치료 및 방제 처방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는다. 
다음의 할인 계획은 모든 학생 및 동창에게 적용한다: 
 
  * 수련의 침구 치료   $15.00 
  * 한약 및 기타 제품   20% 할인 
 
대학 상점에서 TCM 공급을 위한 할인된 비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할수있다 : 
http://www.vital-core.com 
12. 동창회 
 

UEWM 을 졸업한 졸업생은 모교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교우지간의 지속적인 연대강화로 졸업생은 졸업생과 재학생 사이의 경험을 공유하고 
강화함을 도모 할 수 있다. 동창은 새로운 학생 및 최근 졸업생에 포괄적인 안내를 
제안하고, 캘리포니아 침구 라이선스 시험 및 다른 라이선스 시험을 위하며 졸업 시험 
등을 도와주는 일에 참여한다. 또한 지도자로 봉사해서 모교에 공헌하고 지원한다. 
졸업생은 본교 대학 상점 http://www.vital-core.com 에서 TCM 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은 또한 동서의학 대학에 제공하는 재교육 연장 
교육강의(CEU)를 할인된 가격에 수강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 ADA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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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장애 활동 미국인(ADA)의 법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이에  부합하도록 설비를 
매년 개선, 준비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실 및 환자 진료와 클리닉 실습을 위한 
진료소는 장애인 휠체어의 사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편이의 개선에 항상 노력하며 
주의 깊게 관찰한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언제든지 아무런 구애없이 행정 사무실에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14. 연례 안전 보고 
 
국제한의과대학은 캠퍼스 안전 정책의 연방제인 크러리 설명서와 캠퍼스 범죄통계청과 

협력하여 연례 안전 보고를 간행한다. (이전에 학생 Right-to-know 및 1990 년의 캠퍼스 
안전 행위). 이 보고서는 켐퍼스의 안전규칙과 현재 캠퍼스 범죄 통계지수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만약 당신이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검토하고 싶거나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대학 행정부에 사본을 요구하거나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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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inancial 
 

1. 캘리포니아 학생 수업료 회복 기금 
 
  캘리포니아 법은 학교에 등록할 때 각 학생이 수업과 관련된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Education Code section 94343). 이 요금은 학생 수업료 회복 기금을 보조하며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재정 손실을 입게되는 학생에게 배상해줄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설치한 특별 회복 기금 (STRF) 제도이다. 제도 참가는 의무적이다. 
 
  등록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신청서, 수업료 영수증 또는 지불된 수업료의 총 금액이 
나타난 수표 등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이다. 그러한 기록은 STRF 에서 
보상을 입증할 중요한 서류가 된다. 클레임은 폐교 후 60 일 안에 마감 신청되어야 한다. 
 
주: 학생은 등록 계약자가 당시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어야 한다. 임시로 교육을 위해 
california 에 거주했거나, 특히 학생 비자 소유자, 특히 교육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학생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상세 정보를 위한 연락처 
 
Bureau for Private Post secondary and Education (BPPE)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lifornia, 95833 

Phone: (916) 431-6959 
Toll Free: (888) 370-7589 
Main Fax: (916) 263-1897 
Web site: www.bppe.ca.gov 
E-mail: bppe@dca.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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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료 및 기타 비용 
 

수업료 및 비용 
수업료: 
학과 과정 (1 학점=15hours)            $180/학점 
임상과정 (1 학점 = 30 시간)             $12/hour 
청강(1 학점= 15 시간)              $100/학점 
 
Full Time student(12 학점)의 semester 당 예상 학비는 $2,160 이며 
기초과학 과목을 제외한 석사과정(학과과정 + 임상실습비) 총 예상 학비는 $33,360 
 
기타 비용 
Apprecation  Fee    $ 60 
Application Fee(Internatioal Student)      $ 100 
Registration Fee             $ 25/semester  
Graduation Fee                                        $250 
Add – Drop Course                                  $25/course 
Transfer in Credit                                     $30/course 
Refund Check                                          $20/ckeck                                 
Challenge Exam                                 $75  
Clinic Malpractice Insurance                   $50/semester 
Comrehensive Exam                               $100 
Retake Comprehensive Exam                 $75 
Replacement / Duplicate Certificate         $75 
Student ID Card                                        $5 each 
Replacement Student ID Card                  $20 
International Student Transout Fee           $150 
Health Insurance for Internatioal Student   $250 per month estimated cost 
(Health Insurance is mandatoty for Internatioa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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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Registration                                         $25/semester 
CA State Tuition Recovery Fund                 $0.50/$1,000(tuition paid) 
Late / Retake Exam                                     $50 
Official Transcript                                          $10 
Copy of Official Transcript (Sent by UPS) 
Priority Domestic Mail                                     $30 per copy 
Priority International Mail                                 $40per copy 
Copy of Diploma and Cover 
Priority Domestic Mail                                      $60 per copy 
Priority International Mail                                 $85 per copy 
      
 
3. 등록과 요금 
 
  다음 학기에 대한 등록은 현재 학기강의가 끝나기 이전에 등록을 완비 해야한다. 등록의 
날짜와 시간은 행정 사무실에서 각 해당 학생들에게 통보 또는 개시판에 공보될 것이다. 
지정한 등록 마감 시간이내 까지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25 연체료를 내야만 한다. 
신입생 또는 전학생의 학생을 위한 등록은 미리 약속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다. 
 
  등록을 원하는 모든 학생은 행정 사무실에 비치된 등록용지에 가능한 완벽하게 등록을 
기입하여야 한다. 
 
  수업료는 매 학기별로 제시된 마감 등록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다음의 지불 
선택사항은 학생들이 등록, 학비 그리고 기타 비용의 지불에 대하여 이용 할 수 있다.  
학생은 등록할 때에 학기 동안 모든 요금을 완전히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등록할 때에 한학기 등록금의 1/3 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없이, 학기 첫째 주가 끝나기 전, 잔액을 완전히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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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등록할 때에 한학기 등록금의 1/3 을 먼저 납부 하고, 10%의 이자로 3 개월 
할부로 나머지를 지불 할 수도 있다. 
 
  이전 학기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다음 학기 등록 이전에 완전히 지불하여야 한다. 
연체료는 제 시간에 맞춰, 그들의 수업료을 지불하지 않는 학생에게 매겨질 수도 있다. 

이것은 학기가 시작 할 때에 학자금 유자 해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다. 연방 
학생 보조 지원자는 연방 학생 보조가 실제로 도착할 때, 제 시간에 맞춰 그들의 수업료, 
그리고 요금에 관계 없이 지불될 것이다. 모든 연방 필요조건에 상응하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2 개월 에서 3 개월 이상 또는 연방 학생 보조를 받기 위해 3 주 에서 4 주 소요될 
수도 있다. 연방 학생 보조 규칙을 따르고, 이를 적용하고, 이의 과정을 완료시켜야 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 이다. 

 
4. 환불 정책 
 
  학생은 그들의 입학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Article 13 의 필요 조건: commencing with 
section 94919). 재무 관리부 주임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고 이의 서류상의 동의하에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 취소 효력발생의 유효 날짜는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 또는 재무 
관리부 주임의 서명날인이 된  날로 효력이 발생된다. 구두상의 요구 또는 전화상의 
요구는 법적인 효력의  구속력이 발생 될 수 없다.  
 
  학생은 만약 강의 첫 번째 날, 혹은 개강 이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한다면,  납부한 
비용에 대해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신청 요금, 등록비 및 다른 환불 불능한 책임 
비용은 제외된다.  
 
  학기를 시작한 후 강의 시간표상의 코스를 9 주 전에 드롭한 학생은 부분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9 주차 까지의 환급 금액은 입학 동의서 및 공지사항(Enrollment 
Agreement and Disclosure)의 규정에 의한다. 학기시작후의 9 주후 클라스를 취소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학비 환불도 불가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동의서에 상세히 
기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만약 학교측의 불가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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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이 납부한 학비는 전액 환급한다. 해당학생은 취소된 
날로 부터 30 일 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본 대학의 서점에서 학생이 구매한 책, 교과서 및 다른 물품들은 해당 학생의 사유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해당 학생이 구매한 물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반품에 관한 서비스를 위한 환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불 프로그램 중에서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 가입된 경우, 재정 보조 프로그램이 상환될 
때까지 아무런 환불도 해당 학생에게 환급할 수 없다. 대학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기금을 해당기관에 상환할 의무를 우선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 Chapter IV : 
Unsubsidized 연방 Stafford 대부, Stafford 보조금 받은 연방 대부, Cal 교부금 및 장학금 
등. 환불금액은 해당보조금에 의해 공헌된 수업의 백분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입학 동의 계약서를 참조 하기바란다. 
 
  재정 보조를 받는 학생들은 어떠한 수업 환불 이든지, Unsubsidized Stafford 대부에 
첫번째로 할 것이다, 그 후에 연방 Pell 그랜트, FSEOG 그리고 Cal 그랜트, 는 각 
근원에서 계산된 기본 금액 부터 계산, 시행한다. 
 
  학생은 UEWM 에 의해 취소된 어떤 과정이든, 전액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환불은 
취소, 철수의 30 일 내에 돌려 받게 될것이다. 학생에게 지불된 어떤 연방 학자금 
보조든지 완전히 돌려보내질 필요가 있다.  
 

 
5. 학생의 알아야 할 권리 합의서 
 
  학생이 알아야 할 권리 행위는 학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생 단체의 
특수한 그룹를 위해 졸업비율 또는 완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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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룹은 학위 찾기, 풀타임, 첫 번째 대학원 학생으로 만든다. 졸업의 비율이 1 
학기에서 또 다른 학기로 변화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카데믹 
이사에게 문의 하기바란다. 
 
6.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 상세한 사항은 Financial Aid Officer 에게 문의 요망) 
 
  재정 보조의 목적은 교육 비용에 부담이 있는 학생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다. 재정 보조 
사무실은 그들의 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유효한 보조 프로그램의 각종 유형을 
통해서 안전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보조 프로그램은 교부금, 대부, 장학금을 
포함하고, 프로그램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것이다. 교부금 과 장학금은 
적격한 학생인 경우, 해당 학생이 환불 할 필요가 없는 재정적인 포상이다. 대부는 학생이 
상환해야 하는 빌린 기금이다. 일하며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교육 경비의 부분을 
위한 돈을 버는 기회이나 인원이 한정되어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FWS 기금에서 
설정한다. 
  
  국제한의과대학에 등록된 학생은 아래에 의거한 재정 원조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있다 : Federal Pell Grant (PELL) (연방 정부 보조금), 연방 추가 교육 기회 
그랜트(FSEOG)는 연방 Stafford 보조금으로  모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 
플러스 연방 연방 학생 아르바이트 (FW-S), 연방 Plus Loan (PLUS) 학생은 재정 원조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아카데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는 재정 원조 사무실에서 UEWM 재정 원조 수첩 및 연방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졸업을 위해 대학으로부터 제정적인 도움을 이용 할 수 없다.  
  
  다음사항에 대한 유의점: 모든 학생은 그들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학비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연체료는 당신이 제 시간에 맞춰 당신의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비록 당신이 보조를 신청하더라도발생할 수 있다. 학비의 만기일 최소 3 ~ 4 달 
전에 보조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자금 Lao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규 학생으로 등록했거나 입학이 허락된 학생 (최소 6학점: 22학점/3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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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I-551) 
3) Social Security Number  
4) 남성의 경우 반드시 SSS(Selective Service System: 선발 징병제)에 등록되어 있어
야 함 

  : 25세 이하에 미국에 입국한 남성의 경우 반드시 SSS에 등록에 되어있어야 함. 단 25
세 이전에 F-1 Visa로 입국했고 후에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입국당시부터 25
세 이후까지 international Student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면제. 

5) 과거 학비 융자관련 결격 사유가 없는 자 
 
    
 

 
7. 연방 학생 아르바이트 (FWS) 프로그램 
 
연방 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은 중앙 정부에서 제도적인 자금을 제공한다. FWS 는 

대학에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은 
일정하게 계획된 봉급지불수표를 받게 된다. 재정 보조 사무실은 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하에 모든 비정규적인 교정 학생 고용을 협조한다. 신청은 지속적으로 
접수되지만 등록은 FSA 에서 주어진 총 금액으로 제한되고 한학기가 아닌 전체 학년을 
통하여 배부 되어야 한다. 
8. 연방 학생 원조에 관한 추가 정보 
 
당신이 연방 학자금 융자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한다면 재정 보조 행정관, 

FA 코디네이터, 학교 사무국 직원 등록처와 상담하기 바란다. 당신이 자격이 있는지, 
올바른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UEWM 재정 도움 핸드북과 기타 다른 서류를 참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웹 사이트에 각종 재정 보조 자원에 관한 정보가 있다.  
 
  

• 46 

  



 
 

• 47 

  


	국제 한의과 대학
	한의학 석사 과정
	학생 수첩
	14. 고충처리 절차
	수업료 및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