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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선언문 FOUNDATIONAL STATEMENTS 
 
 
 

1.1 학교의 사명 Mission Statement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미션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전문적인 현대실용음악 

교육을 제공한다. 

 

1.2 학교의 목표 Institutional Objectives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에서 다음의 네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1.   음악 이론과 역사를 이해하고 음악 공연을 할수 있다. 

2.   훌륭한 연주 기술을 가진다. 

3.   공연과 작곡에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가진다.  

4.   다른 여러가지 음악 사업 기술을 가진다.  

 

1.3 기독교 교육철학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과 전문성을 갖춘 

다재다능한 음악인을 배출한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강의, 연주연습과 공연을 통한 

수준 높은 음악교육으로 학생들은 졸업후에 탁월한 음악인으로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게 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식하고 폭 넓은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 CAU 는 교수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견해가 다른점을 분석하고 배우며 활기찬 신앙공동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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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립의 성경적 근거 Biblical Foundation Statement  

CAU 의 이사진, 직원, 학생, 교수들은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적 믿음으로 헌신한다. 
 

• 정확하고 흠없는 신구약 성경만이 삶과 믿음의 권위이다. 

• 신앙고백은 정통개혁교회와 Westminster 신앙고백 에 준한다. 
 

 

 CAU 의 모든 이사진들과 사무직원, 학생,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한다. 
 

 

1.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과 학문적 훈련을 위한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다. (베드로 후서 1:21; 이사야 1:20; 데살로니가 후서 

2:15; 요한 2 서 9:1; 디모데전서 6:20; 디모데후서 1:14) 

  

2.  우리는 영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마태복음 28:19; 요한복음 10:30, 14:9; 요한 1 서 5:7; 베드로후서 1:2;  

    고린도후서 13:14) 

 

      3.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지창조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악한 존재가 존재  

          함을 믿는다. (히브리서 1:10, 11:3; 요한계시록 3:14; 로마서 4:17; 요한복음 1:3; 

          고린도전서 8:6; 베드로후서 2:4; 유다서 1:6; 사도행전 5:3; 누가복음 22:3;  

          마태복음 13:24-30; 고린도전서 7:5; 디모데후서 2:26)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음을 믿는다.  

         (호세아 9:15;예레미아 12:8; 시편 5:5,11:5; 로마서 1:18, 요한복음 3:36). 

 
 

5.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는다. (마가복음 1:1; 마태복음 1:25; 누가복음 1:26-28; 마태복음 27:35; 

베드로전서 1:3; 마태복음 2:30, 64; 마가복음 13:26; 누가복음 21:27; 요한복음 

14:3; 데살로니가전서 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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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요한복음 1:12, 3:16; 에베소서 2:8-9; 사도행전 10:43)  

 

 

        7.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는다. (마태복음 28:19-2; 누가복음 4:18-1; 사도행전 1:8;  

         에베소서 4:12 ; 고린도전서 9:14, 16) 

 

8.  우리는 사탄은 실재하며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갇히게 될 곳에서 

영벌이 예비되어 있는 유혹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믿는다.  

 

9.  우리는 종말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고 벌하시며, 그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생과 

영벌로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통한 그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다. 구원 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는 모두 부활하게 되며 구원 받은 자는 

영생의 부활에로, 버림받은 자는 영벌의 부활에로 처하여 진다. 

 

1.5 학교의 학습성과 Institutional Learning Outcomes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에서 다음의 네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1.   음악 이론과 역사를 이해하고 음악 공연을 할 수 있다. 

2.   훌륭한 연주 기술을 가진다. 

3.  공연과 작곡에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가진다 

4.   다른 여러가지 음악 사업 기술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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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안내 ACADEMIC INFORMATION 

 

2.1 신입생 Orientation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CAU 의 교수진과 직원들은 학생들이 잘 적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신입생과 교수, 직원들의 만남.  

• CAU 규정과 절차 소개.  

• 학사과정 소개.  

• 첫학기 등록.  

 

2.2 학과 및 취업상담 서비스 Academic Advising & Career Counseling Services 

 
    CAU 는 상담교수가 학생들을 돕도록 한다. 상담교수는 학생을 개인상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학위를 위한 교과과목에 관한 상담 
 직업과 진로계획에 관한 상담 

 개인적, 영적 문제 상담 

 

학생은 지도교수를 만나서 다음 학기의 과목과 학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기전에 

상담을 받을수 있다. Program Director 는 재학생의 진로 계획, 취업, 이력서 작성법과 

인터뷰 스킬등을 돕기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직업상담 서비스  Career Counseling Services 
 

CAU 는 학생들의 취업, 이력서 작성법, 인턴직, 인터뷰 스킬과 네트워킹 전략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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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들에 있어서 필요한 상담을 제공 한다.  

. 

2.3 등록 Registration   

 

학생들은 담당 지도교수의 지도로 학과목 등록을 하며 학사 일정표에 있는 날짜까지 

과목을 추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학기의 첫날로 부터 14 일 까지 과목의 추가 

혹은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할 경우에는 성적표에 학점이 없다. 학기 2 주째 부터 

5 주째에 과목을 취소하면 성적표에 “W” 로 기록된다. 공식적인 학과목 취소 절차없이 

결석을 하게 되면 성적표에 “F” 로 기록된다.      

 

2.4 학사기록의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of Education Records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가족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 (FERPA)에 따라서 학생의 동의 없이 학사기록에 있는 개인 

신원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다. FERPA 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로 학생의 서면동의 없이 

대학교 행정직원에게 정당한 교육적 목적으로 학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사 기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학생 자신의 학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 

 기록을 제 3 자에게 발부하는 것에 동의할 권리. 

 디렉토리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 

 부정확한 기록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 

 대학교가 가족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ERPA)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교육부와 FERPA 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20  
 Phone: 1-800-USA-LEARN (1-800-87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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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학점 체계 Grading System 

 
CAU 학점 체계는 다음과 같다. 
 

GRADE MARK GPA POINTS INTERPRETATION 
A 96-100 4.0 Outstanding   
A- 92-95 3.7 Superior  
B+ 88-91 3.3 Very good 
B 84-87 3.0 Satisfactory  
B- 80-83 2.7 Average 
C+ 77-79 2.3 Acceptable 
C 74-76 2.0 Borderline pass 
C- 71-73 1.7 Not acceptable 
F 0-70 0.0 Failing 
P/F 71-100/0-70 0.0 Pass/Fail (selected courses) 
I  0.0 Incomplete  
W  0.0 Withdrawal  
AUD  0.0 Audit  

 
 

학점으로 표시된 I 는 끝내지 못한 과목을 의미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과목의 과제물 

등을 끝내지 못한 경우이다. 질병이나, 개인과 가족의 위기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말한다. 학생은 미완료 학점(Incomplete)에 대한 청원서를 학기말까지 과목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학과장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과제물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6       학점  정정 신청 Grade Appeal 

학생은 성적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먼저 교수진과 논의 해야한다. 학생은 성적이 

나온후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로, 늦어도 다음 학기 시작 5 일전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논의 해야한다. 교수진은 이의가 제기된 5 일 내로 답변을 해야 한다.  교수진이 학점 

변경신청을 승인하면 절차에 따라서 학점이 정정된다. 논의한 후의 교수진의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학생은 문제를 학과장에게 

알린다. 학생은 교수로 부터 만족한 해결을 얻지 못하면 다음 학기의 15 일 이내로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항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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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은 교수진와 학생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다 . 당사자는 상대방 

없이 학과장을 만날 수 있다. 교수진는 학생의 항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학과장은 학생의 항소를 받아드리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학과장은 10 일이내에 서면으로 교수와 학생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하고 수락된사항은 

정정된다. 

 

2.7 학생 출석 규정 Student Attendance Policy  

학생의출석은 필수이다. 교수는 출석부를 기록하고 각 과목의 강의안에 출석 규정과 

출석이 학점에 영향이 있음을 명시한다. 학생이 결석을 할 경우에는 각 과목의 

강의안에 있는 규정에 따른다. 학생은 결석을 했거나 결석이 예상 될때에 가능한 

빨리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교수는 질병, 사고,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적절한 기간을 주어서 학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고의적으로 수업에 불참하거나  늦잠등으로 인한 결석은 고려해 주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햑생의 건강, 복지 또는 도움이 필요할때. 

 과도한 결석. (교수는 학생이 정식으로 보고하기 전에는 학과를 철회 

하려는 의도라고 추정하면 안된다) 

 부정직한 결석사유. 

 

학과장이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응급상황이나 계속적인 개인문제를 가진 학생과  

상담하고 있다면, 담당교수에게 이멜이나 전화로 알려야 한다. 학생이 응급상황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학과장의 사무실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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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문 활동의  정직성  Academic Integrity  

각 교과 과정의 시작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업과 학문 

활동에서의 정직성을 재 확인하고 전념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학점, 학위, 출판보다도 

진지한 지적 참여와 개인의 신의에 가치를 둔다.  학문 활동의 정직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교정을 위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위반을 할 경우에 과제물, 

시험 심지어 해당 과목에 낙제점수를 받을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자료나 작품을 자신의 과제물로 제출하는것. 

• 출판물, 비출판물 또는 인터넷 자료들의 내용을 적절한 인용 표시없이 

사용 

•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2.9 학사 유예와 퇴학 Academic Probation and Dismissal  

 

학적 담당자는 학생의 첫 학기의 평점(G.P.A)이 2.0 이하로 내려가면 학사경고하고, 

학과장, 학생처장과 지도교수에게 사본을 보낸다. 학생의 두번째와 세번째 학기의 

평점이 2.0 이하 이면 연속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학사유예가 된다.. 계속해서 4 번째 

학기에도 평점 2.0 이하 이면 학생은 퇴학이 된다. 

 

전체 평점(Cumulative G.P.A)이 3.0 이하 이면 다음 학기에 학사유예가 된다. 평점 3.0 

이하이면 학사유예가 지속된다. 계속해서 세 학기동안 학사유예가 되면 퇴학된다. 

여름과 겨울 학습기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이 과목 낙제 (fail)일 때는 학과장, 학생처장과 지도교수에게 사본을 보낸다.  같은 

과목을 두번째로 낙제를 할 때에는 경고를 하고 세번 째 일때는 퇴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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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서비스  STUDENT SERVICES 
 
 

3.1 학자금 지원 Student Financial Aid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 재정보조 프로그램이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재정보조가 필요한 Full-time 학생에게 규정에 의해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준다. 학생들은 학자금보조를 위해서 학생처장과 상담할 수 있고,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 

3.2 교내 취업 Campus Employment  

 

CAU 는 한정된 수의 교내 취업의 기회가 있다. 학생은 고용신청서를 제출과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part-time 으로 고용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8-12 시간 일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서 교내 취업이 된다.  

 

1.  재정보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2.  직책에 관한 인터뷰와 채용 

3.  Supervisor 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4.   높은 업무수행 능력과 충실한 학업유지.   

 

 

3.3 기술 정보  Technology Information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학생들이 현대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 시키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 을 이용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와 기구등을 

  사용할 수 있다.  IT(정보통신 기술)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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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서관 서비스   Library Services  

 

  CAU  도서관은 학습자료와 연구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외의 학습과 학과목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대학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습 보조 

자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 지도, 연구와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학생의 학업을 향상 

시킨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정보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도서실은 월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 1:00pm – 9:00 pm 까지 열고, 학기말 시험전주와 

기말 시험기간에는 금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요일과 학기말 시험전주와 기말 

시험기간의 닫은다. 학생의 요청에 따라 참고도서를 구비한다. 도서관의 사서는 

학생들을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1-6 시까지 도운다. 학생들은 CAU 도서관의 종합 

목록에 있는 모든 도서들은 카타로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2 주간 대출하고 다른 학생의 요청이 없으면 두주간 더 대출할 수 있다. 

제본된 정기 간행물(특히 학술지)는 3 일간 대출할 수 있고  제본되지 않은 정기 

간행물은 대출할 수 없다. 학생은 도서관 내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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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생생활 STUDENT LIFE 

 

4.1 학생생활의 목적과 비젼  Student Life Purpose and Vision  

 

학생생활관은  다음과 같이 학생의 발전을 돕기 위함이다. 

 

 학생 학업의 활성화. 

 사회적, 감성적, 영적 성장의 권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 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학문과 믿음 공동체로 발전하는것을 

추구한다. 학문적,영적인 성장을 하는것이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의 비젼이다. 본교는 

모든 학생, 직원과 교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본교는 모든 학생, 교수와 직원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그리고 믿음,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므로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 

 

4.2 공동생활의 원칙  Community Life Principles  

 

CAU 공동체 생활은 성경적 원칙에 둔다. 우리는 정확하고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한다.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함을 성경임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CAU 공동체의 생활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CAU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적인 도덕적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CAU 의 학생, 교수와 직원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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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그리스도안에서 성장하는 학교이다 

 

4.3 공동생활의  규범 Community Conduct  

 

의사소통  Communication  

 

CAU 교수와 직원들은 학생과의 연락을 이멜과 CAU 웹사이트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한다. 학생들은 이멜과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 해야한다. 때로는 공지사항을 

체플시간 후에 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직원,교수와 학생들은 각자의 직위와 시간을 

존중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여 

약속예약과 예약시간을 지켜야 한다.  

.  

 

사생활 권리 

모든 CAU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각자의 사생활보호와 안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의실과 사무실에서 개인의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자료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 서류, 시험, 책가방등을  보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온라인 토론 Online Forums 

 

학생들은 사회연결망, 가상사회, 블로그, 온라인 학술 기타 (Facebook, Twitter, and 

Tumblr)등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교는 온라인 포럼이 현대의 

통신에 있어서 필수적인 한부분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포럼에 게시된 

정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할것을 권한다. 학생들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온라인에 

게시되는 정보는 모든사람이 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은 

온라인 포럼에서의 어떠한 대인 상호작용, 사적인 토론과 대중 토론에서의 언행에 

책임이 있다.  온라인 포럼에서 발생하는 CAU 의 미션과 공동 규범에 위반되는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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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생행동 규범 Student Code of Conduct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행동 규정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확고한 윤리관, 바른 성품, 전문성과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기에 힘써야 한다.  

 

학생행동규정을 위반할 시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처벌을 받게 된다. ; 

공식적인 경고; 문책; 기물배상; 낙제; 징계; 근신; 정학; 퇴학.  

 
 
학생 행동기준 Student Code of Conduct 
 

 

1.  학업과 수련프로그램에 관련된 속임수나 표절행위는 금지한다. 

2.  합법적으로 처방된것을 제외한 위험한 약물, 규제 약물과 마약의 소유와 

판매를 금지 한다.  

     3.  허락 없이 학교의 시설과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4.  본 대학의 시설 또는 행정직원, 교수, 모든 학생들의 소유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 한다.  

 

5.  직원, 교수, 학생들의 소유물이나 학교의 기물을 절도하는것을 금지 한다  

6.  교내외에서 학교 교육목표나 운영에 혼란이나 방해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7.  술에 취하거나 약에 중독된 상태로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 한다.  

     8.  총장의 허락없이 캠퍼스에 폭발물, 위험한 화학물품이나 무기(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한다. 

     9.  학교의 직원, 교수 또는 학생들에게 육체적인 학대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것을 금지 한다. 

    10. 학교내에서 외설적이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것을 금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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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차별과 희롱금지 규정 Policies against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모든사람에 대해 인종, 종교,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나이 혹은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본교는 다음의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법령에 따른다. Title IV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as 

amended);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 

 

이 규정은 교수,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본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희롱은 인종,피부색,종교,국적,장애,나이,성별과 혼인여부에 근거한 행동과 

개인직장과 교육경험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직장과 

교육생활 환경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접근, 성적 만족을 위한 요구나 성적 본능을 

나타내는 언어적, 신체적 행동과 성적인 폭행을 포함한다. 성적인 폭행과 

성희롱은 동성과 이성에게 해당 된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법에 따라서 (1)캘리포니아 예술대학 프로그램과 활동 또는 고용 

규정에 (2) 분명하거나 추정이 되는 성희롱의 행동이 있으면 본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 또는 고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근거가 된다. 

 

 

4.6 불만해결 절차  Complaint Procedures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학생들은 학과장에게 희롱과 차별행동에 대한것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는 차별과 희롱에 대한 위법 혐의가 있으면 비공식적인 

해결방안을 찾을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안 될때에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불만이나 고통사항을 학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 해야만 공식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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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에는 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적절한 실제 세부 사항을 명시 해야 한다. 

 
 

a.   학과장은 불만사항을 읽고 더 조사가 필요 하다면 불만서의 복사본을 불만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 주장이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학과장은 

서면으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 한것을 알린다.   

 

b.  문제 대상자는 불만 서면을 받은지 14 일 내로 정당한 조사를 시행할 

학과장에게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조사에는 관계자들의 만남과 증인의 

증언과 보조 증거자료들의 검토를 포함시킨다. 고소인은 언제든지 

공식적인 불만을 철회할 수 있으나 모든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와 사회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서 조사할 권리가 있다. 

 

c.   적절한 기간내에 학과장은 공식적인 고소와 답변 그리고 어떤 적합한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은 실제로 발견한것, 결론과 

적절한 해결책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관계자들은 판결문 

복사본을 받게 된다. 

 

d.   쌍방은 판결문을 받고 14 일 내로 대학교 총장에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원서에 항소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의 신청하지 않은자에게는 항소이유에대한 답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총장은 적정한 기간내에 

불만,답변,결정,이의신청,이의에 대한 답변과 총장이 소집한 항소에 관한 

회의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총장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고 

모든 관계자는 총장의 판결문 복사본을 받을것이다. 

 

e.   불만 해결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모든 판결문과 자료들은 최종 판결날로 부터 

    최소 2 년간 학과장이 보관한다 

 

학교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기 원하는 학생은 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 무료전화 (888) 370-7589를 하거나 혹은 www.bppe.ca.gov에 들어가 

불만사항 접수양식을 찾아 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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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1747 North Market, Suite 225 

Sacramento, CA 95834  

(916) 574-8900 

 

4.7 캠퍼스 안전 및 비상계획 Campus Safety & Emergency Plan 

 

본교는 학업과 직무를 수행하기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공간, 기구와 자료를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학교 공동체 멤버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불안전한것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과 교정을 위해서 보고 한다. 모든 직원들은 직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은 24 시간 이내에 비지니스 매니저와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든 CAU 멤버는 비상연락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정보는 비상시에 가장 

가까운 친지나 의료진에게 연락하는데 사용된다 

 

소방훈련  Fire Drills  

소방훈련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하고 한 학기에 적어도 한번씩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소방훈련 때, 혹은 화재시에는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가서 

전면 주차장 앞 변두리에 기다린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는 길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지진  Earthquakes  

남가주는 지진이 나기 쉬운 지역이다. 지진이 났을때에 건물 안에 있다면  “Duck, Cover, 

and Hold.”를 기억한다.  

1.” DUCK” 아래로 들어간다. 

2. “COVER”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 가거나 실내 벽에 기댄다.  

3. “HOLD “ 지진이 끝날때 까지 기다린다.  

비상사태 동안에는 라디오나 TV 로 안전수칙을 듣고 또는 학교 사무실에서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릴때 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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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의심스러운  행동, 수상한 사람에 대한  보고 

안전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의심스런 행동이나 수상한 사람을 

보면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 상식    

1.  혼자서 밤에 걸어 다니지 말것, 밝은 곳에 있는다 

2. 친구와 함께 가거나  2 명이 보행시에는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주차장까지 

       가는데에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 사무실에 요청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나 차량은 언제나 잠근다. 

4.  밤 늦게 공부를 할 때는 아파트, 사무실, 교실문을 잠근다.  낮선사람이 

       노크하면 열지 않는다. 

5.  밤에 차를 열때는 미리 열쇠를 손에 준비하면 비상시에 방어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6. 괴한이 침입하여 차 뒤에 숨어 있을 수 도 있으니 차안을 미리 보고 들어 간다. 

7.   이름, 주소, 개인정보 ( SS 번호, 크레딧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를 낮선자나  

온라인, 전화 또는 대화중에 주지 않는다. 

8. 돈이나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두고 아무곳이나 방치하지 않는다. 

9. 모든 신용카드번호, 은행구좌번호와 은행 전화번호등은 미리 사본해 두면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때에 은행에 연락이 가능하다. 

 

4.8 학생클럽과 단체 Student Clubs and Organizations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학생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것을 표현하기 위해 클럽 및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모든 클럽은 기금을 수령하거나 기금 

모금활동이나 캠퍼스 내에서 행사를 광고하려면 학생처장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 

클럽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책임성 (교수/고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연합을 추구하고 (회원 자격은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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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하게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1 년에 한번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 

 

 

4.9 학생회 Student Government 

 

등록된 모든 학생은 학생위원회의 일원이다. 학생회의 목적은 학생들 사이에 

크리스챤의 친목을 도모하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학생회의 활동은 학생들의 회비와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 

지원된다. 학생회 회원들이 매년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와 총무를 선출한다. 

학생 임원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서 행정부에게 “대언 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또한 클럽 및 사회적인 행사와 같은 특정한 학생 활동을 계획하는 역활을 

담당한다. 

 
 

4.10 캠퍼스에서 자동차 사용 Use of Automobiles on Campus 

 

 학생들은 수업 중에 캠퍼스에 주차 할 수 있다. 주차장에 밤새 주차 할 수 없고 

자동차는 잠구어 둔다. CAU 는 절도나 차량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1 건강 서비스 및 학생보험 Health Services and Student Insurance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모든 학생들에게 의료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청한다.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한데 도움이 

필요하면 학생처장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의료 조항  Medical Provisions  

 

경미한 사고가 나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약품상자를 사용 한다.  즉각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 사무실에서 의사, 응급치료 진료소 또는 

병원으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즉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 

처장과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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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인근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near Main Campus 

 

    본교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은 풀러톤 St. Jude Medical Center 응급실이며 4.2  

      마일  떨어진  101 E. Valencia Mesa Dr., Fullerton, CA 92835, (714) 871-3280 

 

   가장 가까운 응급치료소가 캠퍼스에서 4.5 마일 떨어져 있다.  

      Med Post Urgent Care, 1040 W. Imperial Highway, La Habra, CA 90631,  

(714) 451-1072 

 
 
4.12 문화, 교육 및 종교적인 기관목록 (Listing of cultural, educational and religious 
opportunities) 
 
사회활동   Social Activities  
 

균형잡힌 삶에는 레크레이션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회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은 학생회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 추가 사회 활동은 학생 클럽을 통해서 제공된다. 

 

영적활동  Spiritual Activities  

균형잡힌 생활에는 영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배와 함께 다양한 

영적활동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또한 지역교회에서 활동적인 교인이 되도록 격려한다. 

 

영적강화  Spiritual Enrichment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주님에 대한 열정을 반영해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CAU 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학구적인 상담, 멘토링, 현장교육, 예배, 성경공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CAU 에서 더욱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 하나님이 말씀에 관한 

대화 그리고 CAU 공동체를 통한 교제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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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Chapel Services 

집회, 예배 및 기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동적인 시대에 성령과 말씀의 진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계획한다. 열정적인 예배는 우리를 함께 성장 

시킨다. 교수들과 교직원 그리고 선정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청 연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도전의 메세지를 전할 것이다.   

 

특별한  날    Special Days 

CAU 의 행정부와 교수진은 학생들의 요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원한다. 

주기적으로 기도와 예배의 특별한 날을 정하여 영성과 새로운 부흥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학교 는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 

 

사역의 강점   Ministry Emphasis 

최소한 일년에 한번 사역에 중점을 둔 특별한 예배시리즈가 계획되어 있다. 연사는 

교회 및 세계에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남녀 기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교회 예배   Church Services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찬양과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CAU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교회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지역사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와 책임으로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사대로 섬길수 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 한다. 

신입생들에게는 교회를 정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그들의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소그룹  Small Groups 

영적인 성장의 일부로서 각 학생은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그룹들은 성경공부, 교제 및 책임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소그룹을 만나게 되며 다른 이들은 캠퍼스에서 다양한 그룹에 참여한다. 

 



California Arts University Student Handbook - 24 
  
 

경건한 삶  Devotional Life 

CAU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관리인, 교직원, 직원 및 학생)은 매일 풍요로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를 장려한다.  혼자서  성경공부, 명상, 기도, 금식,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 받으므로 매우 귀중하다. 

개인적인 묵상 이외에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특별한 시간에 함께 

캠퍼스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