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ARRIVAL ORIENTATION PROGRAM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12:30		

체크인

13:00

프로그램 개시

13:15		

환영사

13:30		

국제학생 및 교원서비스국(ISSS) 프리젠테이션

14:00

학생처(Student Affairs) 프리젠테이션

15:00

휴식

15:30		
		

한인학생회(Korean Student Association)
프리젠테이션

16:10		

수업등록 관련 프리젠테이션

17:00

질의 응답

18:00

리셉션(일리노이대 동문들도 함께 합니다)

일리노이대 입학을 축하합니다!
21세기 대학 교육의 환경은 갈수록 복
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지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난제
를 해결하는데도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대는 연구,
수업, 다양한 수업외 활동 등을 통해 학
생들과 교수진이 글로벌 리더로 성공하
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일리노이대 동문이자 외국인 유학생 선배로서 일
리노이대 구성원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
러분의 인생 행로를 출발하는 시점을 돕게 된 점에 기쁨을
느낍니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대학이 되려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이 낳은 우수한 인재
인 여러분은 일리노이대에서 이런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몇주 후에 어바나 캠퍼스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Reitumetse Obakeng Mabokela
Vice Provost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Glob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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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ARRIVING TO ILLINOIS & ON-CAMPUS ORIENTATION

기관 소개

일리노이대 캠퍼스 도착과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ILLINOIS INTERNATIONAL

국제교류처는 어바나 캠퍼스의 모든 국제 협력 관계를 총
괄하는 기관입니다. 행정, 프로그램, 전략적 측면에서 일리
노이대의 다양한 해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 협력관계 등을 통해 국제교류처
는 고등 교육 분야의 교육, 연구, 사회 활동 등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국제학생 및 교원서비스국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원
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들의 비자 관련 업무, 학생 상담 업무 등을 제공하는가 하
면 다양한 유학생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
퍼스내에서 유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
습니다.
STUDENT AFFAIRS

일리노이대 교실 밖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학생처 부총장실은 이 모든 학생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처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
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 프로그램, 기숙사, 체육시설, 동아리활동, 다문화
센터, 인턴 및 취업 지원 등을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August 11-12
Check-in at ISSS
		
Illini Union Ballroom
			
1401 W. Green St., Urbana
			8:30am-4:30pm
August 12-16
University of Illinois O’Hare to
			Urbana-Champaign Shuttle Service
			
This service is provided by ISSS for
			new incom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service will run from
			
August 12-16 and the cost is $35 per
			
person. For more information and
			
other transportation options, visit:
			go.illinois.edu/IncomingIntlTransport
August 14-19
Check-in at ISSS
		
Illini Union Ballroom
			
1401 W. Green St., Urbana
			8:30am-4:30pm

ILLINOIS-SOUTH KOREA HISTORY

일리노이대 한국인 유학사
일리노이대와 한국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는 쌍
방에 지대한 영향을 줘왔습니다. 일리노이대에 유학한 한국
인 역사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학공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정설연(Chung Sul Youn) 동문은 일리노
이대의 최초 한국인 졸업생일뿐만 아니라 당시 화공과 30
년 역사에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리노이대와 한국의 인연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
니다. 현재 1천100명 이상의 한국인 학생들이 수학중이며
한국 대학들과 일리노이대가 맺은 학술교류 협정도 32개가
넘습니다.

ILLINOIS BY THE NUMBERS

숫자로 본 일리노이대
• 2014-2015년 외국인 유학생수 전미 2위
• 상하이교통대 발표 세계 대학 랭킹 29위, 미국 대학 랭킹

August 11-17
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		
			
Altgeld Hall, Room 314
			1409 W. Green St., Urbana
			

21위

August 15-18
Under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		
			Krannert Center
			
500 S. Goodwin Ave., Urbana
			

• 5만명의 동문들이 170개국에서 활동중

• 타임즈 고등교육 선정 세계 30위 대학

• 1000개 이상의 학생 클럽 및 단체
• 60개국 이상과 진행되는 단기 해외 수학 기회

GLOBAL

INCLUSIVE

ACCESSIBLE

COLLABORATIVE

EXCELLENCE

INTEG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