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신입생 학부모 및 가족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제업무사무국(OIS)은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는 국제 학생 및 학자들의 기여를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가족이 Wolfpack의 구성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은 아래와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문화 교류 대사 프로그램(CCAP)
• 통합 아이디와 비밀번호
• Wolfpack 세계 블로그
• 국제 학부 오리엔테이션

1) 문화 교류 대사 프로그램(CCAP)
문화 교류 대사 프로그램은 모든 국제 학부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써,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하기 전과 성공적인 첫 학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입국한
각 학생은 두 명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 학부생 CCAP 대사와 짝이 됩니다. 대사는 귀하의
학생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에서 공부 및 생활하는 동안 소중한 친구가 될 것 입니다.
대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캠퍼스 생활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업
관련 시설들을 알려주고, 랄리(Raleigh )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등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6월 초까지 그들의 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하기 위해 학생이 CCAP 대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통합 아이디 (unity ID) 와 비밀번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의 수많은 컴퓨팅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통합
아이디라는 컴퓨팅 자격 인증서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통합 자격 인증서는 대학 이메일, MyPack
포털 학생 정보시스템, 암호로 보호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컴퓨터 및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필요합니다. 입국하는 모든 학생들은 OIS를 포함한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아이디는 대학 입학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입학 허가서에 인쇄된
학생의 9자리 아이디 번호 중 마지막 네자리 + 출생 월일 네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아이디
번호가 1234로 끝나고 학생의 생일이 1월 31일(01/31)이면 기본 암호는 12340131입니다. 통합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ffice of International Technology's (OIT) websit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제 학생을 위한 Wolfpack 세계 블로그
OIS 와 CCAP 대사는 학생의 정착을 돕기 위해 Wolfpack World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원활히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Wolfpack World 블로그는
전형적인 미국 남부 어휘에 대한 중요한 오리엔테이션 정보 및 마감일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공유되는 정보에 관해 학생들이 CCAP대사 및 다른 입학생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개 토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캠퍼스와 랄리 지역에서 제공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Wolfpack blog를 통해 학생들은 랄리의 생활이 어떨 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로그
게시물 아래의 댓글란에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국제 학부 오리엔테이션
국제 학부 오리엔테이션은 첫 수업 시작 1주 전에 열리며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제
학부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OIS와 신입생 사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OIS websi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활동은 필수이며 학생들이 단지 대학
신입생으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입생으로서의 성공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대학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 2017년 가을 학기의 모든 1학년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기 전 날, 학생들은 캠퍼스 내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으며 OIS 및 University Housing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받게 됩니다. 첫 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University Housing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생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저희는
신입생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로의 이전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OIS 로 연락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제 학생 사무국(OIS ) 직원 일동

이메일: ois@ncsu.edu
전화번호: 1-919-515-2961
웹사이트: https://internationalservices.ncs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