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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소개

UTD KSA 한인학생회는 UTD 에 재학 중인 한인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학생 모임입니다. 우리
학교는 1969 년 개교 이래 2019 년 기준 총 학생 수 3 만 명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한인 학생은 총 126 명으로 인도, 중국,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내적으로는 새로운 신입생들의 초기 정착 및 적응을 도와주고,
외적으로는 외교부, 기업, 타 대학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연결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달라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약 15 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회사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역사가
비교적 짧고 유학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인 학생이 적응하기에 아주 우호적인
교육환경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와 커리어를 위해 유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처음 정착하는 것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 구성원들은 학교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행복한 유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 년 중 2 번, 봄 학기와 가을 학기 개강 모임을 열면서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시로 외교부 달라스 출장소, 한국 기업, 타 대학 등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Korean American Professional Network (KAPN) 등
달라스 한인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취업 및 네트워킹의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새롭게 정착하는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유학생활을 수월하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인학생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재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2020 UTD KSA 한인학생회 임원진 올림
임하늘 (President), 이재욱 (Vice President), 김남희 (Secretary), 김은미 (Treasurer)

A. Campus & Housing
단기간 머무르는 숙소

A.1.
•

Residence Inn by Marriott Dallas Plano/Richardson at Coit Rd, Plano
(3-star)

위치: 300 Silverglen Drive, Plano, TX, 75075, United States of America
가격: 1 박당 약 $125
캠퍼스와의 거리: 2.7 miles (자동차 8 분, 도보 53 분)
특징: Free breakfast, Free parking, Pool, Free Wi-Fi, Pet-friendly, Gym,
Kitchen, Non-smoking, Air conditioning

•

WoodSpring Suites North Dallas, Dallas (2-star)

위치: 4250 Mapleshade Lane, Dallas, TX, 75093, United States of America
가격: 1 박당 약 $65
캠퍼스와의 거리: 3.3 miles (자동차 9 분, 도보 1 시간 6 분)

특징: Free parking, Free Wi-Fi, Pet-friendly, Gym, Kitchen, Non-smoking, Air
conditioning

•

Hilton Garden Inn Dallas Richardson, Richardson (3-star)

위치: 1001 W. President George Bush Highway, Richardson, TX, 75080,
United States of America
가격: 1 박당 약 $85
캠퍼스와의 거리: 2.5 miles (자동차 8 분, 도보 39 분)
특징: Free parking, Pool, Free Wi-Fi, Gym, Air conditioning

•

DoubleTree by Hilton Dallas - Richardson, Richardson (3.5-star)

위치: 1981 N Central Expy, Richardson, TX, 75080, United States of America
가격: 1 박당 약 $84
캠퍼스와의 거리: 4.0 miles (자동차 10 분, 도보 53 분)
특징: Free parking, Pool, Free Wi-Fi, Gym, Non-smoking, Air conditioning

•

Holiday Inn Richardson, Richardson (3-star)

위치: 1655 N Central Expy, Richardson, TX, 75080, United States of America
가격: 1 박당 약 $74
캠퍼스와의 거리: 3.6 miles (자동차 10 분, 도보 54 분)
특징: Free parking, Pool, Free Wi-Fi, Gym, Non-smoking, Air conditioning

•

Hyatt Regency North Dallas (4-star)

위치: 701 E Campbell Rd, Richardson, TX, 75081, United States of America
가격: 1 박당 약 $88
캠퍼스와의 거리: 3.4 miles (자동차 10 분, 도보 55 분)
특징: Free parking, Pool, Free Wi-Fi, Airport transfer, Gym, Non-smoking, Air
conditioning

A.2.

학교 주변 교통수단

A.2.1.

학교 지도
학교 주소: 800 W Campbell Rd, Richardson, TX 75080
보통 신입생들은 개강 한 주 전에 오리엔테이션, Comet Card 발급, TB
Screening 등을 합니다. 특히 Central pool 주변 SSA, SSB, VCB, ATC
건물의 위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고 Comet Cab 을 통해서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물 이름, 위치, 모형 그리고 동선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도로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어 원하는 장소의 위치와 주변환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https://map.utdallas.edu/

A.2.2.

DART 노선도

Dallas Area Rapid Transit (DART): 달라스와 주변 12 개 도시를 왕복하는
시내버스로 학교와 쇼핑 시설로 이동할 때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DART Student Transit Pass 를 구매해야 합니다. 학생용 DART
Student Tranist Pass 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한 Comet card 와 학기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강날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utdallas.edu/services/tools/gopass/)

•

Comet Cab
Comet Cab 은 Campus Shuttle Service 로 학교 캠퍼스 안을 이동할 때 탈 수
있는 작은 교통수단입니다. 약 7-8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Shuttle 로 UTD Mobile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Cab 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et
Cab Route Map 에서 볼 수 있듯이, 총 6 개의 노선이 있으며 대개 교내
기숙사와 학교 중심을 왕복합니다. 보통 정해진 장소에서 Cab 을 탈 수 있으며,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히치하이킹을 하여 중간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

University Commons (Mon-Thu 7:45 am – 10:00 pm, Fri 7:45 am – 7:00 pm)
Rutford North (Mon-Fri 9:00 am – 7:00 pm)
Rutford South (Mon-Fri 9:00 am – 7:00 pm)
University Village 1-3 (Mon-Thu 9:00 – 7:00 pm)
University Village 4-7 (Mon-Fri 9:00 – 7:00 pm)
Canyon Creek Heights (Mon-Thu 7:45 am – 10:00 pm, Fri 7:45 am – 7:00
pm)
(https://www.utdallas.edu/services/download/Comet_Cab_Map.pdf)

A.3.

On-campus Housing

A.3.1.

University Commons (for undergraduate students)

University Commons residence halls hall feature fully furnished threebedroom suites, a variety of recreation areas, large communal spaces
and study lounges.
Floor Plan

Bed/Bath

Square Feet

Three Bedroom
3/1
655
Suite
(https://www.utdallas.edu/housing/uc/pricing/)

Price Per Bed, Per
Semester
$3,900

A.3.2.
Canyon Creek Heights (CCH,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Canyon Creek Heights apartments offer students a variety of fully
furnished floor plans and the comfort of home within walking distance to
class.
Floor Plan

Bed/Bath

Square Feet

1x1 South
1/1
416
2x2 South
2/2
602
2x2 North
2/2
739
4x2 North
4/2
886
(https://www.utdallas.edu/housing/cch/pricing/)

Price Per Bed, Per
Semester
$4,500
$3,950
$3,900
$3,500

A.3.3.
University Village (UV,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University Village apartments offer students a variety of unfurnished floor plans
and the comfort of home within walking distance to class.
Floor Plan

Bed/Bath

Square Feet

Efficiency
Efficiency/1
1x1 A
1/1
1x1 B
1/1
1x1 C
1/1
1x1 D
1/1
2x2 A
2/2
2x2 B
2/2
4x2
4/2
(https://www.utdallas.edu/housing/uv/pricing/)

350
440
630
530
650
870
975
1120

Price Per Bed, Per
Semester
$3,575
$3,890
$4,275
$4,350
$4,450
$3,325
$3.780
$2,875

A.3.4.

CCH vs. UV (솔직 비교)
1. 거주공간이 쾌적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된 시설이다 보니 방이나
거실 그리고 비치된 가구와 기기들의 기본 상태가 좋습니다.
2. 책상, 의자, 침대, 소파 등이 구비된 풀옵션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건을 사도 되지 않아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장점

있습니다.
3. Information desk 가 건물 내에 있어 택배를 받기가 편합니다.
4. 자전거 보관소가 건물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밖 자전거
보관소에 비해 날씨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등/하교를

CCH

고려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1. 렌탈비용이 기숙사들 중 가장 비쌉니다.
2. 주차 공간이 적습니다. 2020 년 6 월 기준 주차공간 확대 공사를
단점

진행 중이라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 전망합니다.
3.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4.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한국 음식을 하면
냄새가 오래 남습니다.
1.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와 맞닿아 있는 건물에 배정되면 걸어서 학교를 오갈 수

장점

있습니다.
3. 주차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용이 CCH 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매년 가격이 인상되어 점점
CCH 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1. 개인 가구와 물건들을 사야합니다. CCH 와 달리 옵션이 없습니다.

UV

따라서 침대, 책상, 책장, 의자 등의 가구들을 따로 사야합니다.
2. 택배 보관소가 기숙사 건물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단점

찾을 시 조금 불편합니다.
3. 오래된 건물이라 개미나 벌레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Work
order 를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4. 비치된 기기나 가구들의 상태가 대개 좋지 않거나 낡았습니다.

B. Food & Shopping
한국 식료품점

B.1.
•

H mart

주소: 2625 Old Denton Rd #200, Carrollton, TX 75007
전화: 972-323-9700
UTD 로부터의 거리: 12.1 Miles

•

H mart
주소: 3320 K Ave, Plano, TX 75074
전화: 972-881-0300
UTD 로부터의 거리: 6.5 Miles

•

Zion market

주소: 2405 S Stemmons Fwy, Lewisville, TX 75067
전화: 469-637-0070
UTD 로부터의 거리: 16.7 Miles

•

Komart Marketplace

주소: 2240 Royal Ln, Dallas, TX 75229
전화: 214-256-9000
UTD 로부터의 거리: 15.8 Miles

•

신촌 식품

주소: 11422 Harry Hines Blvd STE 210, Dallas, TX 75229
전화: 972-243-0733
UTD 로부터의 거리: 15.4 Miles

학교 주변 대형마켓

B.2.
•

Costco
주소: 3800 N Central Expy, Plano, TX 75074
전화: 972-244-0003
UTD 로부터의 거리: 6.5 Miles

•

Target
주소: 16731 Coit Rd, Dallas, TX 75248
전화: 214-775-0206
UTD 로부터의 거리: 1.1 Miles

•

Sam’s Club
주소: 301 Coit Rd, Plano, TX 75075
전화: 972-612-8041
UTD 로부터의 거리: 1.6 Miles

•

Walmart Supercenter
주소: 425 Coit Rd, Plano, TX 75075
전화: 972-599-1650
UTD 로부터의 거리: 1.8 Miles

•

IKEA
주소: 7171 Ikea Dr, Frisco, TX 75034
전화: 888-888-4532
UTD 로부터 12.1 마일
UTD 로부터의 거리: 15.4 Miles

UTD 주변 유기농 식품점 (high-end grocery store)

B.3.
•

Whole Foods Market
주소: 1411 E Renner Rd, Richardson, TX 75082
전화: 214-273-0902
UTD 로부터의 거리: 3.5 Miles

•

Central Market
주소: 320 Coit Rd, Plano, TX 75075

전화: 469-241-8300
UTD 로부터의 거리: 1.7 Miles

편의점 & Drugstore

B.4.
•

CVS
주소: 605 W Campbell Rd,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231-3522
UTD 로부터의 거리: 1.2 Miles

•

Wallgreens
주소: 18410 Preston Rd, Dallas, TX 75252
전화: 972-599-1004
UTD 로부터의 거리: 3.1 Miles

•

7-eleven
주소: 7650 Campbell Rd, Dallas, TX 75248
전화: 972-982-0066
UTD 로부터의 거리: 1.1 Miles

한국 식당

B.5.

B.5.1.
•

학교주변
맛객 (직화구이 돼지등갈비/설렁탕 전문점)

주소: 151 W Spring Creek Pkwy, Plano, TX 75023
전화: 972-398-9344
UTD 로부터의 거리: 7.5 Miles

•

Jinmi Korean Cuisine

주소: 2727 W 15th St, Plano, TX 75075
전화: 972-769-8341
UTD 로부터의 거리: 2.5 Miles

•

고기야 (Korean BBQ & Hot Pot Shabu)

주소: 1301 Custer Rd #360, Plano, TX 75075
전화: 972-516-8948
UTD 로부터의 거리: 3.2 Miles

•

Burning Rice

주소: 2069 N Central Expy Suite 200, Richardson, TX 75080
전화: 469-857-3100
UTD 로부터의 거리: 2.8 Miles

•

Joy Kitchen

주소: 1455 Buckingham Rd, Richardson, TX 75081
전화: 972-479-9450
UTD 로부터의 거리: 6.5 Miles

•

Kooksoo

주소: 100 Legacy Dr #103, Plano, TX 75023
전화: 972-517-7377
UTD 로부터의 거리: 8.2 Miles

•

Man Sa Sung (한국식 중화요리)

주소: 240 Legacy Dr #308e, Plano, TX 75023
전화: 972-517-0017
UTD 로부터의 거리: 8.3 Miles

B.5.2.
•

캐럴턴 – 코리안 타운
한신포차

주소: 1060 W Frankford RD suit#212, Carrollton, TX 75007
전화: 214-731-6069
UTD 로부터의 거리: 13.1Miles

•

만나 샤브샤브

주소: 1008 Mac Arthur Dr Ste110, Carrollton, TX 75007
전화: 972-245-4161
UTD 로부터의 거리: 12.2 Miles

•

무봉리

주소: 2625 Old Denton Rd #590, Carrollton, TX 7500
전화: 972-446-8500
UTD 로부터의 거리: 12.2 Miles

학교 구내식당 + 푸드트럭

B.6.

•

JSOM 빌딩
Jason’s Deli (샌드위치, 샐러드 등)
Starbucks

•

Visitors Center
Coffee shop ( 커피, 간단한 스넥 등)

•

Student Union Food Court
SMASH’D
Chick-fil-A (햄버거)
Panda Express (미국식 중국음식)
Smoothing King (음료)
FireHouse subs
MOE’S Southwest (멕시칸 음식)
The HALAL SHACK (Middle Eastern food)
Starbucks

•

Food truck (located along the walkway west of SU, featuring a rotation
of 18 local food trucks)
매주 월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 11am 부터 2pm 까지

AY PAPITO- Puerto Rican fusion, influenced by Japanese preparation
methods to create unique flavors.

BOBADDICTION(보바티) - Authentic, high quality boba tea.

CHILE PEPPER GRILL(맥시칸 음식)

EASY SLIDER(햄버거)- DFW's first and only gourmet slider truck. We're
serving up fresh, creative mini-burgers all over town! We use only Certified
Angus beef and the freshest Farmer's Market produce.

FAST AND FURIOUS EXPRESS(한국&일본식 음식) - Gourmet food truck
serving Korean and Japanese fusion cuisine.

GUAVA TREE( 쿠바음식) - A Cuban American Truck restaurant that has been
on the road since September of 2012. The Guava Tree is sure to satisfy your
Cuban Fare Cravings.

TACOS BITES & BEATS - A "Street Taco" concept food truck dedicated to
serving DFW with the best quality of food & music that will keep you coming
back for more!

학교 근처 식당

B.7.
•

Pinto Urban Thai Diner

주소: 3000 Northside Blvd #400,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479-9979
UTD 로부터 거리 : 367 피트

•

Hoki Poki – Japanese restaurant

주소: 3356, 581 W Campbell Rd #105,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589-9204
UTD 로부터 거리 : 6.5 마일

•

Akaya Sushi, Izakaya & Ramen

주소: 1310 W Campbell Rd #114,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707-0722
UTD 로부터 거리 : 2.2 마일

•

Chipotle Mexican Gril

주소: 283 W Campbell Rd,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907-1712
UTD 로부터 거리: 3.6 마일

•

Ia Madelein French Bakery & Café Campbell

주소: 1320 W Campbell Rd,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671-4887
UTD 로부터 거리 : 2.1 마일

•

Pho Truong

주소: 516 W Arapaho Rd,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803-8498
UTD 로부터 거리 : 3.2 마일

•

INO Japanese Bistro

주소: 1920 N Coit Rd #250, Richardson, TX 75080

전화: 972-889-3200
UTD 로부터 거리 : 2.3 마일

•

Chiloso Mexican Bistro

주소: 100 S Central Expy #104, Richardson, TX 75080
전화: +1 972-231-3226
UTD 로부터 3.8 마일

•

Curry Bliss - Indian Vegetarian Restaurant & Banquet

주소: 101 S Coit Rd #359, Richardson, TX 75080
전화: 469-620-2009
UTD 로부터 거리 : 3.2 마일

달라스 맛집

B.8.
•

Hopdoddy Burger Bar

주소: 5100 Belt Line Rd Suite 502, Addison, TX 75254
전화 : 972-387-2337
UTD 로부터 거리: 6.9 마일

•

Lockhart Smokehouse BBQ

주소 : 400 W Davis St, Dallas, TX 75208
전화 : 214-944-5521
UTD 로부터 거리 : 21.9 마일

•

Pecan Lodge BBQ

주소 : 2702 Main St, Dallas, TX 75226
전화 : 214-748-8900
UTD 로부터 거리 : 21.9 마일

•

Tacho Ocho

주소 : 930 E Campbell Rd #109, Richardson, TX 75081
전화 : 972-238-8080
UTD 로부터 거리 : 3.1 마일

•

Bullion

주소 : 400 S Record St, Dallas, TX 75202
전화 : 972-698-4250
UTD 로부터 거리 : 19.7 마일

•

Ziziki’s – 그리스 음식점

주소 : 4514 Travis St #122, Dallas, TX 75205
전화 : 214-521-2233
UTD 로부터 거리 : 14.4 마일

•

rise nº1 – 프랑스 음식점

주소 : 5360 W Lovers Ln #220, Dallas, TX 75209
전화 : 214-366-9900
UTD 로부터 거리 : 13.6 마일

•

Yama Sushi

주소: 8989 Forest Ln #112, Dallas, TX 75243
전화 : 972-234-3474
UTD 로부터 거리 : 8.7 마일

•

Mr.Sushi

주소 : 4860 Belt Line Rd, Dallas, TX 75254
전화 : 972-385-0168
UTD 로부터 거리 : 6.1 마일

•

Gyu-kaku Japanese BBQ

주소 : 5290 Belt Line Rd #115, Dallas, TX 75254
전화 : 469-567-3237
UTD 로부터 거리 : 5.6 마일

•

The Rustic

주소 : 3656 Howell St, Dallas, TX 75204
전화 : 214-730-0596
UTD 로부터 거리 : 3.4 마일

•

Uchi – Japanese restaurant

주소: 2817 Maple Ave, Dallas, TX 75201
전화 : 214-855-5454
UTD 로부터 거리 : 17.1 마일

•

Pappas Bros. Steakhouse

주소 : 10477 Lombardy Ln, Dallas, TX 75220
전화 : 214-366-2000
UTD 로부터 거리 : 17.8 마일

카페

B.9.
•

Pearl Cup Coffee (공부 가능)
주소 : 6715 Hillcrest Ave, Dallas, TX 75205
전화 : 469-868-6095
UTD 로부터 거리 2.1 마일

•

Flying Horse Café (공부 분위기 아님)
주소 : 1401 Commerce St, Dallas, TX 75201
전화 : 214-741-1731
UTD 로부터 거리 : 17.4 마일

•

Ascension Coffee (공부 분위기 아님)
주소 : 14555 Dallas Pkwy, Dallas, TX 75254
전화 : 972-386-6969
UTD 로부터 거리 : 6.6 마일

•

Tom N Toms Coffee (공부가능)
주소 : 2625 Old Denton Rd #406, Carrollton, TX 75007
전화 : 972-446-6633
UTD 로부터 거리 : 12.3 마일

•

I Love U a-Latte(공부 분위기 아님)
주소 : 581 W Campbell Rd #125, Richardson, TX 75080
전화 : 214-774-9975
UTD 로부터 거리 : 1.3 마일

•

Caffe Bene(공부가능)
주소 : 1016 W Trinity Mills Rd #100, Carrollton, TX 75006
전화 : 972-798-8710
UTD 로부터 거리 : 11.7 마일

•

Sweet Hut Bakery & Café (공부가능)
주소 : 2001 Coit Rd suite 301, Plano, TX 75075
전화 : 972-905-5533
UTD 로부터 거리 : 3.5 마일

•

Weekend Coffee (공부 분위기 아님)
주소 : 1511 Commerce St, Dallas, TX 75201
전화 : 214-261-4545

UTD 로부터 거리 : 17.5 마일

•

Magnolias Sous le Pont (공부 분위기 아님)
주소 : 2727 N Harwood St, Dallas, TX 75201
전화 : 469-249-9222
UTD 로부터 거리 : 17.0 마일

B.10.

•

백화점, 아울렛

Northpark Centre
주소 : 8687 N Central Expy, Dallas, TX 75225
전화 : 214-363-7441
UTD 로부터 거리 : 10.7 마일

•

갤러리아
주소 : 13350 Dallas Pkwy, Dallas, TX 75240
전화 : 972-702-7100
UTD 로부터 거리 : 7.4 마일

•

하이랜드파크 빌리지
주소 : 47 Highland Park Village, Dallas, TX 75205
전화 : 214-443-9898
UTD 로부터 거리 : 27.2 마일

•

스톤브라이어 센터
주소 : 2601 Preston Rd, Frisco, TX 75034
전화 : 972-668-6255
UTD 로부터 거리 : 12.9 마일

•

앨런 아울렛
주소 : 820 W Stacy Rd, Allen, TX 75013
전화 : 972-678-7000
UTD 로부터 거리 : 13.2 마일

•

그랜드프레리 프리미엄 아울렛
주소 : 2950 W Interstate 20, Grand Prairie, TX 75052
전화 : 972-602-8383
UTD 로부터 거리 : 39 마일

B.11.
•

교내 Book store, Tech store
Online bookstore – 느리게 배송되어 평이 안좋다.
https://www.bkstr.com/texasatdallasstore/home

•

UTD Bookstore
주소 : 800 W Campbell Rd, Richardson, TX 75080
전화 : 972-883-2665
Mon – Fri, 8 a.m. to 5 p.m.

•

UTD Tech store
주소 : 800 W Campbell Rd, Richardson, TX 75080
전화 : 972-883-6500
Mon – Thr, 9 a.m. to 7 p.m.
Fri, 9 a.m to 5 p.m.

B.12.
•

배달
Uber Eats – Food Delivery and Takeout
https://www.ubereats.com/

•

DoorDash- Food Delivery& Takeout
https://www.doordash.com/en-US

•

Grubhub - Food Delivery& Takeout
https://www.grubhub.com

•

Instacart – Grocery delivery service
https://www.instacart.com/

•

Peapod- Grocery delivery service
https://www.peapod.com/

•

Amazon Fresh - Grocery delivery service
https://www.amazon.com/alm/storefront?almBrandId=QW1hem9uIEZyZXNo

C. Religion
교회

C.1.
•

뉴송 교회 (NEW SONG CHURCH)
교파: 침례교
주소: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
UTD 로부터의 거리: 19.1 Miles
전화: 972-395-8422
홈페이지: www.newsongdallas.org

•

달라스 베다니장로교회 (THE BETHANY PRESBYTERIAN CHURCH
OF DALLAS)
교파: 장로교
주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UTD 로부터의 거리: 16.4 Miles
전화: 972-395-9200
홈페이지: www.bethanydallas.org

•

달라스 영락장로교회 (THE KOREAN YOUNG NAK CHURCH OF
DALLAS)
교파: 장로교
주소: 850 Lexington Dr., Plano, TX 75075
UTD 로부터의 거리: 5.7 Miles
전화: 972-424-5400
홈페이지: http://dallasyoungnak.org

•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KOREAN CENTRAL UNITED METHODIST
CHURCH OF DALLAS)
교파: 감리교
주소: 3800 Carbon Rd., Irving, TX 75038
UTD 로부터의 거리: 22.8 Miles
전화: 972-258-0991
홈페이지: http://xl.kcumcdallas.org

•

빛내리교회 (BINNERRI PRESBYTERIAN CHURCH)
교파: 장로교
주소: 1301 Abrams Rd., Richardson, TX 75081
UTD 로부터의 거리: 5.5 Miles
전화: 972-238-1127
홈페이지: binnerri.org/

•

세미한 교회 (SEMIHAN CHURCH)
교파: 침례교
주소: 1615 W Beltline Rd., Carrollton, TX 75006
UTD 로부터의 거리: 15.8 Miles
전화: 972-446-0178
홈페이지: http://semihan.org

•

한우리침례교회 (HAN URI KOREAN CHURCH)
교파: 침례교
주소: 1225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UTD 로부터의 거리: 12.8 Miles
전화: 972-242-3942
홈페이지: hanurichurch.org

성당

C.2.
•

달라스 성 김대건 한인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UTD 로부터의 거리: 17.6 Miles
전화: 972-620-9150
홈페이지: www.dallaskoreancatholic.org

절

C.3.
•

달라스 보현사 (BOHYUN BUDDHA TEMPLE)
주소: 1130 Abrams Rd, Richardson, TX 75081
UTD 로부터의 거리: 9.9 Miles
전화: 972-238-8005
홈페이지: http://dallasbohyunsa.com

D. Driving & Transportation
D.1.

DFW vs. Love Field

달라스 지역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습니다. Dallas/Fort Worth International
Airport (DFW)는 텍사스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American Airlines 의 허브
공항입니다. 달라스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캠퍼스로부터 차로 약 25 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과 비슷한 점이 많고, 인천행 직항편이
다닙니다. Dallas Love Field Airport 는 달라스 중심에 위치한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Southwest Airlines 의 허브 공항입니다. 학교 캠퍼스를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에 있으며 차로 약 24 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김포공항과 비슷하고
노선이 다양하여 미국 내 여러 도시에 가기 용이합니다.

D.2.

Ride Sharing: Uber vs. Lyft

공항에서 숙소 또는 학교로 이동할 때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차량 공유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카카오택시와 유사합니다. 공항에서 내리고 앱을 설치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택시보다 저렴하고 24 시간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위 택시의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목적지를 지정하여 예상
가격을 알 수 있으며, 앱을 통해 택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로 결제 또한 매우 간단하며 운전기사와 차량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안전합니다.

D.3.

운전면허 텍사스
운전면허 시험은 1 차 필기시험과 2 차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연습허가증(permit)을 줍니다. 그 permit 으로 운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땐 혼자 할 수 없고, driver’s license 소지자가 반드시 옆에
동승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DPS(운전국)에서 제공하는 driver’s hand book(yellow book)을
철저히 보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안전벨트착용, Stop sign,
신호등 준수, Yield sign 준수 여부, 거리에 표시된 안전속도 준수, 차선
바꾸기, parallel parking, 등등을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치루기

전에 소셜시큐리티(SSN)를 요구하면 유학생 신분인 Visa(F-1, F-2)를
보여주십시오.
•

준비 서류:
1) 여권(passport, visa)
2) I-94
3) I-20 copy
4)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두 가지
a) 본인의 이름과 텍사스 거주 주소가 기재된 문서
b) 상세한 정보는 텍사스 DPS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ps.texas.gov/DriverLicense/residencyReqNonCDL
.htm
•

실기 시험에 본인의 차를 가져 갈 경우: 차등록증, inspection, 보험, 여권

•

필기시험 자료: DPS 운전면허 hand book (yellow book)
https://www.dps.texas.gov/internetforms/forms/dl-7.pdf

•

웹싸이트: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http://www.txdps.state.tx.us/

D.4.

한국면허증 교환으로 텍사스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2011 년 9 월부터 한국 정부와 텍사스 주정부 간 운전면허 상호인증제도가
실시되어,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및 약간의 교환 수수료만 있으면 텍사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5633/view.do?seq=911376)

•

텍사스 운전면허 교환 절차
1) 한국 운전면허증 지참 및 외교부 달라스 출장소 방문
: 면허증을 교환하기 전, 출장소를 방문하여 공문과 번역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환에 필요한 구비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 운전면허증 번역문(영사관비치) 1 부, 공증촉탁서(영사관비치)
1 부 작성
d)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1 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 부
e) 유효한 미국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 부
- F1, F2 비자인 경우 : I-20 원본 및 사본
- J1, J2 비자인 경우 : DS-2019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f)

I-94 1 부

g) 수수료 $4 : 현금(잔돈) 준비

2) 가까운 Texas Driver License Office 방문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걸 추천합니다. Carrollton 과 Plano 에 각각 Office 가 있는데,
Carrollton office 가 더 크고 업무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Carrollton office 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Office 가 열리는 아침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www.txdps.state.tx.us/administration/driver_licensing_control/rolod
ex/search.asp)
필요한 구비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 및
합법적인 체류 증명서류 (유효한 비자, 영주권 등)
:단, 체류 가능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증 발급이 불가

b)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는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류
: 없을 경우, 각 DPS 사무실에 비치된 사회보장진술서(DL작성 후 제출하면됨
c)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 차량점검표 제출 (차량보유자)
d)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단, 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므로 제출 전에 사본을 충분히 준
비해두세요.
e)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두 가지
- 본인의 이름과 텍사스 거주 주소가 기재된 문서, 보통 우편물들을
가져갑니다.
f)

운전면허 신청서(DL-14A)
: (http://www.txdps.state.tx.us/internetforms/Forms/DL-14A.pdf)

g) 신청서 제출 시 사진 촬영, 지문등록, 서명 등록은 하게 됨
: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사진은 준비할 필요 없음
h) 시력검사 실시 (필기, 실기 시험은 면제) 및 수수료 ($24) 납입
- Cash, Money Order, Non-temporary check 결재 가능
i)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 사진이 부착된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 정식면허증은 45 일 이내에 신청 시 제출한 주소로 우송됨.

D.5.

차량 구입
미국에 처음 오신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 리스나 할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은행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신차나 중고차를 현금(수표)로 구매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보통 일본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고 감가상각이
적어 추후에 차를 되팔 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에 다수의 자동차
영업소 및 중고차 매장들이 있는데 한국과 달리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팝니다.
예산이 적으신 분은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서 차를 구매하면 좀 더 나은 조건에
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 Huffines Hyundai Plano (현대자동차)
909 Coit Rd, Plano, TX 75075
https://www.huffineshyundaiplano.com/
b) Toyota of Richardson (토요타)
1221 N Central Expy, Richardson, TX 75080
https://www.toyotaofrichardson.com/
c) Lute Riley Honda (혼다)
1331 N Central Expy, Richardson, TX 75080
https://www.luterileyhonda.com/
d) Courtesy Nissan (닛산)
1777 N Central Expy, Richardson, TX 75080
https://www.courtesynissan.com/
e) Town North Mazda (마쯔다)
307 S Central Expy, Richardson, TX 75080
https://www.townnorthmazda.com/
f)

Five Star Ford of Dallas (포드)
8900 President George Bush Turnpike, Dallas, TX 75252
https://www.fivestarforddallas.com/

g) Ray Huffines Chevrolet Plano (쉐보레)
1001 Coit Rd, Plano, TX 75075
https://www.huffineschevyplano.com/
h) CarMax (중고차 전용 매장)
4448 W Plano Pkwy, Plano, TX 75093
https://www.carmax.com/stores/7207

D.6.

중고차 구매 요령
중고차 (Pre-Owned Car)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과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 놓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어느
정도 흥정이 가능하며, 딜러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면 바가지를 쓰기
쉽습니다. 특히 중고차 중 Certified Pre-Owned (CPO)는 영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정비 및 검수한 뒤 인증을 한 차로 차 품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딜러샵에서 딜러와의 거래의 경우, 딜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 시간이
걸리지만 품질 보증 및 차량 등록 등의 절차를 알아서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가격의 범위가 다양하지만 차량 등록과 같은 절차를 스스로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i)

Kelly Blue Book (KBB)
원하는 중고차의 대략적인 시세(순수 차량가격)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차량 등록비, 딜러비 등의 추가 지출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j)

http://www.kbb.com
CARFAX
자동차의 소유주 변화와 고장 및 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rfax.com
k) CarMax
미국에서 가장 큰 중고차 딜러샵 체인이며 자체적으로 차량을 점검 및
정비하고 Warranty 를 부여하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격 흥정은 되지 않으며 차의 Maximum
price 의 정보를 알기에 좋습니다. https://www.carmax.com
l)

edmunds
관심 지역의 자동차 시세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는
딜러를 찾는데 용이한 사이트입니다.

https://www.edmunds.com
m) J.D. Power
자동차 모델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jdpower.com/cars
n) fueleconomy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동차의 연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ueleconomy.gov/feg/findacar.shtml

D.7.

차량 보험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필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거나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다른 차량 유지비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거나 불필요한 Coverage 를 버리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의 경우에는 학교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Coverage 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Geico 와 같은 메이저 보험사에 가입을 하면 비용이 비싸지만 한국인
통역사가 있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언어의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운전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포함)과 자동차 등록증(title)이 필요합니다.
6) Liability: 한국의 ‘대인·대물’에 해당하고 의무 가입입니다. 보통 개인
상해가 5 만불 이상, 재산 손실은 2 만 5 천불 이상입니다.
7) Collision: 자신의 과실로 충돌하여 자신의 차가 망가졌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8) Comprehensive: Collision (충돌) 이외에 도난이나 자연재해로 차가 손상된
경우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Collision 을 구입한 경우에만 Comprehensive 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Collision 과 Comprehensive 의 보험료는 Liability 에 비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9) Full coverage : Full coverage 는 위의 1·2·3 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보험입니다.
10) 추가로 가입여부를 물어보는 것들 : 추가로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에는 Uninsured 와 견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Uninsured 는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며, 견인
서비스는 차의 고장으로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출처: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chael325&logNo=22
1574883980)

D.8.

Tolltag
한국의 Hi-Pass 와 비슷한 통행료 자동결제수단으로, North Texas Tollway
Authority (NTTA)에서 관리하는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George Bush Turnpike 와 같이 Carrollton 이나 Lewisville 지역을 갈 때 요금이
저렴하며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NTTA Customer Service Center (Plano),
NTTA Tolltag Store (Irving), 그리고 학교 Parking office 에서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구매 또한 가능합니다. (https://www.ntta.org/)

D.9.

Parking permit
교내 캠퍼스 내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연간 주차권인 Parking permit 을 구매해야
합니다. Permit 이 없거나 지정된 장소(색깔)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을 물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자주 가는 건물 또는 강의실의
위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Green permit 이 가장 저렴하지만 이
Permit 에 해당하는 주차 구역이 매우 적기 때문에 Gold permit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Parking office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학기 초에는
Parking office 를 방문하여 구매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온라인 구매를
추천합니다. 구매를 하면 바로 영수증이 있는데 해당 Permit 을 받기 전까지 임시
Permit 의 효력이 있으므로 차량 Dashboard 에 놓아두면 됩니다.

•

Permit 종류: https://www.utdallas.edu/services/transit/park/

•

지도: https://www.utdallas.edu/services/download/Parking_Map.pdf

E. Health
E.1.

Student insurance

UT Dallas 의 모든 international students 들은 학생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UT Student Health Insurance Plan (UT SHIP) 이라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보험에 가입됩니다.
보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20 년도 기준). 평균 학기 당 $1,1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비용은 매년 인상되니 비용지불 시 확인은
필수입니다.

Coverage Dates

Student

Spouse

Children

Annual
Aug. 1, 2019 - July 31, 2020

$2,789

$2,789

$4,470

Fall 2019
Aug. 1 - Dec. 31

$1,166

$1,166

$1,869

Spring 2019
Jan. 1- May 31

$1,158

$1,158

$1,856

Summer 2019
June 1 - July 31

$465

$465

$746

어떤 경우에는 학생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보험과 동일한 수준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학생 보험이
wavier 될 수 있습니다.
Waiver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1.1.

보험 커버리지 범위

이 표는 학생보험 커버리지 요약 표입니다.

용어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1)

Deductible: 공제금액을 말하며 설정된 금액을 내기 전까지는
보험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deductible 이
$350 이라고 나와 있는데 350 불 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설정된 비율로 보험처리 된다는 뜻입니다.

2) Co-payment: 부담 금액을 말하며 보험처리여부에 관련없이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3) Network Provider: 간단히 말하면 제휴 병원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험 혜택의 범위와
규모가 비제휴병원에 비해 큽니다. 때문에 제휴병원에서 치료받는게
이득입니다.

•

제휴병원 찾는 법
a) 아래 링크를 통해 학교 보험사인 BlueCross BlueShield of Texas
사이트에 들어가 log in 합니다 (회원가입은 보험 가입 시 배달되는
보험카드에 적힌 ID number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https://members.hcsc.net/wps/portal/bam
b) Log in 하면 상단 중앙의 Doctors & Hospitals 을 클릭합니다.

c) Find a Doctor or Hospital 을 클릭합니다.

d)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카테고리 설정에 따라
제휴병원 또는 의사를 보여줍니다. 세부 카테고리 중 language 에
Korean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가능한 병원 또는 의사에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TA/RA 혜택
TA/RA 일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직원 안과 & 치과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치과보험 커버리지입니다(19-20 년도 기준).
Covered Services

Dental Plus

Annual Deductible

$0

Out-of-Network

Yes

Annaul Maximum

$3,000

Diagnostics & Preventive

100%

Basic Services
Fillings

100%

Major Services
Crowns, Bridges

80%/20%

Orthodontic
Adult and Children

80%/20%
Lifetime: $3,000

요약해서 말하자면 진료 및 기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비롯한 기본 서비스 (basic services)는 100% 보장되며 crown, bridge 와 같은
보철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 (major services)들은 8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Coverage

Plus Plan

Co-pays

Exam: $35; Materials $0
Contact lens Fitting = $35

Frames

$165 retail allowance

Lens

Standard lenses covered
Progressive $120 allowance

Contact Lens

$150 – Elective – allowance
$0 – Medically Necessary

Plan Frequency

All Service – 1 Per Plan Year

위의 표는 안과보험 커버리지 입니다 (19-20 년도 기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력 검사
35 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렌즈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안경테는 $165 불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2.1.

치과, 안과보험 가입하는 법
두 보험에 가입하려면 Student Health Insurance 가입 확인서를
보험사이트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alaxy Portal 의 My UT benefits 를 클릭합니다.

2) 다음 화면에서 하단 drop down 에서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를 찾아 클릭하고 옆의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Log-in 페이지가
나오면 학교 net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3) 우측 중앙의 MY UT BENEFITS 을 클릭합니다.

4) 좌측 창 하단의 My Documents 에서 Document Center 를 클릭합니다.

5) Add document 를 클릭하고 보험가입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E.3.

UTD 보건소
UTD 에는 Student Health Center 라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의료
검진과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무료로
해주기에 시기에 맞춰 예약하시면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Student Services Building 4th floor, SSB 4.700 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밑의 site 에 들어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Net ID 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tdallas.edu/healthcenter/appointments/

E.4.

상비약 + Hmart 한국약 구입
한국 약은 Hmart 에 있는 Pharmacy 코너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한국에서 사용하는 약과 동일한 제품들이 많기에 한국 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약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약은 Target 이나 Walmart 와 같은 마트의 Pharmacy 코너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매대에 진열되어 있으며 처방이 필요한 약은 매장 내
있는 약국 코너에서 처방전을 제출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
DayQuil/NyQuil 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F. Academic life
F.1.

학교 간략 소개 + 편제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이하 UTD) 는 1961 년 Texas Instruments 의 창립자인
Eugene McDermott, Erik Jonsson, and Cecil Green 세 사람이 회사의 질 높은 인력
공급을 위하여 세운 사립학교인 the Graduate Research Center of the Southwest
(GRCSW)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1969 년 University of Texas System 에 학교를
편입시켰습니다(이들은 UTD 가 남부의 MIT 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합니다). 이때 학교
이름이 지금과 같은 UTD 로 바뀌었으며 Texas 주의 지원을 받는 주립 학교가
되었습니다.
UTD 는 젊고 역동적인 학교로 급부상하였습니다. 1969 년 62 명의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UTD 는 2020 년 기준으로 현재 29,543 명 (학부생 20,994 명, 대학원생 8,549 명)이
다니는 대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질적인 성장도 보였습니다. The Carnegie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에서 2016 년 top 대학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Tier one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UTD 는 8 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42 개의 학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 년 기준). 단과대학은 Schools of Arts & Humanities, School of Arts, Technology,
and Emerging Communication, School of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School of
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Sciences, Erik Jonsson Schoo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Naveen Jindal School of
Management, School of Natural Sciences and Mathematics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2.

학점 체계

아래 표는 UTD 의 학점 체계입니다. 한국의 학점 체계와 유사합니다. 학점은 4 점
만점이며 A 에서 F 까지 점수 별로 학점이 부여됩니다. 특이한 점은 1) A + 가 없으며 2)
Incomplete 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Incomplete 는 일종의 유예제도로서 학생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Incomplete 의
경우 학점 자체가 부여되지 않기에 졸업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조건을 충족하여 학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Grade

Description

Grade Points per Semester
Hour

A

4.000

A-

3.670

B+

3.330

B

3.000

B-

2.670

C+

2.330

C

2.000

F
I

Failure

0,000
Incomplete*

P
Pass*
* The grades of I and P do not produce grade points

F.3.

학사 일정 및 수강 신청

학사 일정은 위의 그림과 같이 학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시기, 등록금 납부 시기, 수업 시작일 과 종료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과 같은
학사 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최신 일정을 모두 올리기
때문에 해당 학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일정을 보고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F.3.1.강의 찾아보기
UTD coursebook 을 통해서 수강 신청할 강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coursebook.utdallas.edu/). 특정 전공의 강의들을 찾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guided search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각 카테코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강의정보들이
나옵니다.

아래 화면은 guided search 를 통해 검색한 결과입니다.

F.3.2.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은 Galaxy Portal 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galaxy.utdallas.edu/).
먼저 Galaxy Portal 에 로그인 한 후, 중앙 하단 Orion Self-Service (Student) 폴더
밑에 있는 Register Add Drop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기를
선택한 후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Enter Class Nbr 밑의 창에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강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Coursebook 에서 강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중앙의 Subject 창에서 해당 강의의 전공을 입력합니다.

아래 화면은 검색 결과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강의에서 본인이 듣고자 하는
강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강의 창 우측의 select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합니다.

F.4.

F-1, CPT, OPT

F.4.1.F-1
이미 입국을 앞두거나 달라스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F-1 (유학생) 비자를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재학기간 동안 I-20 (입학 허가서)와 F-1 비자는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을 잘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20 또는 F-1 비자와

관련된 사항은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Office (ISSO)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F-1 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https://www.utdallas.edu/ic/isso/f1-maintain/)
•
•
•
•
•

•
•
•

Report to the International Office listed on your I-20. Follow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nd University transfer procedures to attend a new
school.
Do not work without authorization and follow F-1 rules regarding oncampus and off-campusemployment.
Always have a valid, unexpired passport and Form I-20. An unexpired F-1 visa
is not required to maintain F-1 status.
Update your I-20 if you change majors or degrees.
Notify the University of each change of local address within ten days of the
move. Do so through Galaxy or contact the Registrar’s Office. While 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the 24-Month STSEM Extension, and H-1B
Cap-Gap Relief, you must also submit an OPT Reporting Form.
Enroll full-time every long semester unless approved for reduced enrollment
by an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Summer enrollment is not required unless
it is your first or final semester in a new program.
Make normal progress towards completing your degree. If you require more
time on your I-20, follow program extension procedures before the I-20
completion date.
Leave the U.S. when you are finished with your degree 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학기 중 교내 아르바이트 또는 TA/RA 등의
제한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학 또는 졸업 이후에 학교 밖에서 일하고
싶다면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또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I-20 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F.4.2.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되는 인턴십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십 Offer letter 를 받게 되면 ISSO 에서 CPT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운영하는 CPT 워크샵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CPT 는 총 364 일까지 가능한데, 이를
모두 소진하면 추후 졸업 후 OPT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https://www.utdallas.edu/ic/isso/cpt/)

F.4.3.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OPT 는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졸업 전 취업준비를 하면서
신청합니다. OPT 기간은 학과에 따라 12 개월 또는 3 년 (STEM)으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일은 모두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OPT 워크샵에 참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https://www.utdallas.edu/ic/isso/opt/)

F.5.

학위논문 템플릿 파일 링크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학위논문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과정을 이수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raduate.utdallas.edu/current_students/dissertation_and_thesis/

졸업 조건 확인하기 (석사, 박사 따로)

F.6.

졸업 조건은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인 형식은 없습니다. 각
과의 Advisor 에게 문의하시면 관련내용을 포함한 Handbook 을 보내줄 것입니다.

F.6.1.석사과정
JSOM 기준 Courework 와 졸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ursework
각 학과별 curriculum 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신의
속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특정 직업 목표를 준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o) 모든 학위 프로그램 (except MS in Accounting Cohort, MS in Finance
Cohort and MBA programs)은 학생들이 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 을 수강 해야합니다.
p) MS in Business Analytics, MS in Energy Management, MS in Finance,
MS in Management Science and MS in Supply Chain Management
에서는 Knowledge of calculus 이 요구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신청자는 OPRE 6303 (Quantitative Foundations of
Business)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q) MS in Finance program 에서는 통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신청자는 OPRE 6301 (Statistics and Data
Analysis)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졸업요건
r) Overall GPA 는 3 이상이 되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s) International student 는 한 가을 또는 봄학기당 9 credit hours 이상은
들어야 하고 여름학기때는 6 credit hours 을 등록해야 하지만 여름
학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t)

72 달 이내 모든 코스를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주로 1 년에서 2 년
이내에 졸업을 하지만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u)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은 53 credit 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며 나머지 과는 총 36 credit 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각
과별 Cohort courses 를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F.6.2.박사과정
박사과정의 경우 Orientation 에서 졸업 조건이 담긴 서류를 받으실 겁니다. 참고로
Criminology 박사과정 졸업 요건은 아래와 같은 형식에 담겨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배포합니다.
Ph. D. in Criminology (75 hours)
Admitted:
Date:
Master’s Degree (36 hours)

Name:
ID:
Conferral Date:
May #, 20##
Institution:
A University
Degree Program:
Criminology

Course #
CRIM 7305
EPPS
6310/CRIM 6301
EPPS 7313
CRIM 7307
CRIM 7315
EPPS 7316
CRIM 7300
CRIM 7301

PhD Coursework (39 Hours)
Core
Course Name
Credit Semester Grade
Professional Development in
3
Crim
Research Design I
3
Descriptive and Inferential
3
Statistics
Correlates and Measures of
3
Crime
Evidence-Based Crime
3
Prevention
Regression and Multivariate
3
Analysis
Advances in Criminological
3
Theory
Seminar in Criminology
3
Research
Statistics or Methods Elective (3 hours)

Independent Study/Comprehensive Exam Prep (3 hours)
Dissertation (9 hours)

F.7.

English Service
영어 Writing 은 유학생에게 숙제이자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영어 Writing 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F.7.1.Writing center
첫 번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Service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UT Dallas 에서는
The Office of Graduate Education 에서 1:1 Writing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Editing 과 Proofreading 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교정을 돕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담당자인 Thomasina
Hickmann 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hickman@utdallas.edu). 이외에도
Writing Workshop 과 같은 다른 서비스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The School of management 소속이신 분들은 Business
Communication Center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F.7.2. Grammarly
두 번째 방법은 영어 교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Grammarly 가 있습니다. Grammarly 는 영어 교정 프로그램으로 교정 받고자 하는
문서의 글을 분석하여 문법과 스펠링을 체크합니다. a/the 정관사, 시제, 단/복수
등의 문법요소들을 중심으로 어색한 부분을 자동으로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주기에 영어 writing 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Grammarly 는
또한 Word 와 Outlook 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 시에 편하고 쉽게
문법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Grammarly 는 무료와 유료 버전 2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기본적인 문법과 스펠링 체크를 하며 유료 버전은 이 두
가지 기능과 더불어 Comma 유무와 위치와 같은 Punctuation, 좀 더 적절한 단어
추천 등 영어 writing 을 풍부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Grammarly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F.8.

소프트웨어 신청
UT Dallas 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F.8.1.Office 365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Office 365 입니다. UT Dallas 학생들은 Word, PowerPoint,
Excel, 그리고 Outlook 과 같은 Microsoft software 들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office.com 에 들어가 학교메일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방법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F.8.2.Box
UT Dallas 에서는 가상 데이터 저장공간 Software 인 Box 사용권 또한 무료로
제공합니다. Google drive 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1TB 까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문서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 프로젝트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NetID 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F.9.

성적표 발급받기
성적표 발급은 Galaxy Portal 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Galaxy Portal 에 로그인
후 중앙의 My Menu 밑에 있는 Orion Self-Service 폴더에서 Order Official
Transcript 을 클릭합니다. 이후의 자세한 방법은 학교에서 제공한 Instruction 을
참고해주세요.

F.10.

On-campus Employment
On-campus Employment 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고용하는 것으로 Teaching
assistant (TA) 또는 Research assistant (RA)가 대표적입니다. 유효한 F-1 비자와
I-20 가 있어야 하고, Full-time 으로 학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TA 또는 RA 는
Department 별로 운영되며 교수 또는 교직원을 통해 공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TA 또는 RA 를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기회를 잡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석사과정 학생들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TA 나 RA 기회를 잡기 힘들지만, 수업이나
연구와는 별개로 학교 행정이나 소일거리를 돕는 아르바이트 (Graduate assistant,
GA) 또한 있습니다. Job opening 은 Career Center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Comet Cab Driver 나 학기 직전 기숙사 이사 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http://www.utdallas.edu/career/)

F.10.1.

Social Security Number (SSN)
TA/RA/GA 의 가장 큰 장점은 SSN 을 빨리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SN 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모든 미국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처리에 기본 코드 역할을 하는 개인 번호입니다. 운전면허증,
은행 및 카드 개설, 아파트 렌트 등에 필요하고 신용(Credit)을 적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입학 직전 Orientation 기간 동안 SSN 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 (10824 N.
Central Expressway, Dallas, Texas 75231; +1-800-772-1213)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발급받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SSN 을 발급받을 수 없지만, 학교 내 TA/RA/GA 로 일하면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Letter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tdallas.edu/ic/isso/ssn/)

F.10.2.

Tax Return
교내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
야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Bursar office도 방문해야 하기 때문
에 시간을 확보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기
간이 되면 학교에서 메일로 알려주는데 이때 Sprintax라는 사이트에서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구입하였기 때
문에 시중에서 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Bursar office에
방문하여 짧게 검토를 받은 다음, 이 서류를 UPS 또는 USPS 등을 통해 IRS
에 보내면 됩니다. 주소 및 봉투 작성 요령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
다. (https://www.utdallas.edu/ic/isso/taxes/)

F.10.3.

주의 사항
세금 신고 기간에는 SSN 또는 은행 계좌 번호를 물어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Scam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절대 이 정보들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마세요!

F.11.

Off-campus Employment

F.11.1.

Career Expo

우리 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취업박람회로 봄 학기, 가을
학기에 각각 한번씩 열립니다. Career Expo 는 이틀간 열리는데 STEM 과
Non-STEM 으로 나뉘어서 열립니다. Handshake 로 미리 Registration 을
해야하며 Comet Card 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Activity Center 로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또한 미리 Career Expo

참가회사들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utdallas.edu/career/emp/expos/)

F.11.2.

Handshake

대학생 전용 경력 네트워크 서비스로 우리 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기
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턴 또는 신입 자리를 찾을 때 사용
하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utdallas.edu/career/handshake/)

F.11.3.

LinkedIn

대표적인 구인구직 SNS 서비스로 다양한 회사, 직군, 지역의 많은 구직 정
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하게 되
며, 학교 내 일자리들이 많이 포스팅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UTD 구성원
이면 누구나 LinkedIn Learning을 이용하여 본인의 직업에 필요한 강의를 수
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tdallas.edu/library/utdlynda/linkedin-learning-faq/)

F.11.4.

달사람닷컴
달라스 내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업소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dalsaram.com/m5/job.php)

F.12.

Comet Card

Comet Card 는 UTD 캠퍼스 구성원의 신분증으로 학교를 출입하거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시합니다. 특히 학교 건물 또는 기숙사 출입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Comet Card Office 에서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Comet Card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또는 미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제시
후 사진을 촬영하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Comet Cash 를 충전하여 학교 내
자판기나 상점, 또는 Meal Plan (식사)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충전은 GET 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에 표시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campus

Off-campus
Merchants

Campus
services &
resources

UT Dallas Dining locations and Dining Hall
Coke Vending Machines
Copying/Printing at: Library, Tech labs, JSOM and Copy Center
UTD Bookstore
Parking/Bursar (no tuition and fees)
Comet Card Office
Student Health Center
Activity Center
ATEC 3D printing
UTD Technology Store
Corner Bakery Cafe - 7615 Campbell Rd
The Halal Guys - 746 S. Central Expy #120
Snappy Salads - 320 W Campbell Dr
7-Eleven - 832 Synergy Park Blvd. #100
The Tap Room - 3000 Northside #900 Choppped Halal Grill - 300
Northside #500
Activity Center
Bursar (except for tuition and mandatory fees)
Career Center
McDermott Library
Student Counseling Center
Student Health Center
Student Microcomputer Labs (OIT Labs)
JSOM Computer Lab & Printing Lab
Student Success Center

F.13.

장학금
Office of Financial Aid 웹페이지를 통해 교내 또는 교외 장학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 https://www.utdallas.edu/finaid/scholarships/scholarship-listing/
교외 장학금: https://www.utdallas.edu/finaid/scholarships/scholarship-services/

G. Living in Dallas
G.1.

생활비 및 물가
달라스는 다른 미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생활비나 물가가 싼 편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생활비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경비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livingwage.mit.edu/metros/19100

G.2.

팁 개념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팁 문화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그에 대해 정해진 서비스비 외에 팁을
줘야 합니다. 팁을 줘야하는 상황과 평균 팁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식사 관련
a) 앉아서 먹으면서 웨이터/웨이트리스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식당): 15~20% (세금 부과 전 음식 값 기준)
b) 뷔페 식당: 10% (세금 부과 전 음식 값 기준; 밥값의 10%가 1 달러가
안되는 경우는 그냥 $1 를 주는 듯)
c) 테이크아웃: 없음 (단, 주문이 아주 많고 복잡했을 때는 10%)
d) 집까지 음식 배달: 10~15% (단, 피자의 경우는 $2~5)

2) 여행 관련 (교통, 숙박)
a) 발렛 파킹: $2~5 (차를 돌려받을 때 줍니다.)
b) 공항에서 짐 옮겨주는 분: 첫 번째 가방 $2, 추가되는 가방마다 각각 $1
c) 호텔 도어맨: $1-4
d) 호텔 방까지 짐을 들어다 줄 때: 첫 번째 가방 $2, 추가되는 가방마다
각각 $1
e) 룸서비스: $2-3 (일종의 delivery charge. 음식값의 15~20%는 따로 팁
계산이 필요한 듯)
f)

호텔 방 정리해주는 분께: 매일 $2-5 (“Housekeeping - Thank
You.”라는 메모를 남김.)

g) 택시: 요금의 15-20% (요금의 15-20%가 1 달러가 안되는 경우는 그냥
$1)
h) 주유소: 법적으로 무조건 주유소 직원만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곳(뉴저지, 오리건 주)에서는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주에서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넣어준다면, 1, 2 달러 정도 팁을 줍니다.
(출처: http://www.ehow.com/how_2053679_tip-gas-station.html)
3) 미용 관련
a)

헤어 살롱, 스파: 15-20% (서비스해주는 사람마다 따로 지불되도록
요청)
(출처: http://www.emilypost.com/etipedia)

G.3.

핸드폰 서비스

G.4.

은행
은행계좌는 한국 은행계좌를 쓰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은행을 선택할 때는 미국의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는 경우엔

개설이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의 경우 ATM 에서
인출하거나 마트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G.4.1.

체이스 은행(Chase Bank)
1) 월별 계좌 유지비 : $12
2)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시 계좌 유지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각 월 명세서의 기간 내에 달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500 이상일 때
- 혹은 각 날의 시작에 계좌 잔고가 $1,500 이상일 때
- 혹은 월 시작하는 날의 계좌 잔고가 $5,000 이상일 때
(Chase 은행 계좌, 다른 은행 계좌 합산 가능)

G.4.2.

Bank of America
1) 계좌 개설 시 보증금 $100 필요
2) 월별 계좌 유지비 : $12 혹은 $0 의 월별 관리 비용
3) 월별 관리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
- 매달 들어오는 정기 입금 금액이 $250 이상일 시
- 혹은 매일 계좌 잔고가 $1,500 이상일 시
- 24 세 이하의 학생 중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자
- Preferred Rewards 고객 의 경우 청구되지 않는다.

G.4.3.

Wells Fargo
1) 월별 계좌 유지비 : $10
2)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시 계좌 유지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7-24 세 이하
- 매달 카드 10 회 이상 사용시
- 혹은 매일 계좌 잔고가 $1,500 이상일 시

인터넷

G.5.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거주 주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으므로 각 회사 홈페이지의 Check availability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indyourinternet.com/

•

AT&T
홈페이지: https://www.att.com/internet/
전화: 844-886-4258

•

Spectrum
홈페이지: https://www.spectrum.com/internet
전화: 855-243-8892

•

Frontier
홈페이지: https://frontier.com/
전화: 877-209-4873

미용실 추천

G.6.
•

PARK JUN’S HAIR SALON
주소: 2625 Old Denton Rd Suite 308, Carrollton, TX 75007
전화: 972-242-3838
홈페이지: https://www.parkjuncarrollton.com

•

THE LINE HAIR
주소: 860 Hebron Parkway #301 Lewisville TX 75057
전화: 214-843-5078
홈페이지: https://the-line-hair.business.site

택배 (한국우체국택배)

G.7.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는 USPS, UPS, FEDEX 등 미국택배도 있지만
한국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한국우체국 달라스 위즈택배
주소: 11496 Luna Rd Ste 250, Dallas, TX 75234
전화: 972-241-5455
홈페이지: https://wiztx.modoo.at

G.8.

먹는 물
달라스는 한국과는 달리 수돗물을 생수로 마시면 안됩니다. 생수용 물을 따로
사시거나 Brita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 Leisure & Entertainment
Downtown 관광

H.1.

다운타운 관광-다운타운 관광은 차보단 트롤리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롤리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dart.org/riding/mline.asp

•

Reunion Tower

300 Reunion Blvd E, Dallas, TX 75207

•

The Dallas World Aquarium

1801 N Griffin St, Dallas, TX 75202

•

The Sixth Floor Museum at Dealey Plaza

411 Elm St, Dallas, TX 75202

•

Dallas Museum Of Art

1717 N Harwood St, Dallas, TX 75201

•

Perot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2201 N Field St, Dallas, TX 75201

•

Dallas Zoo

650 S R L Thornton Fwy, Dallas, TX 75203

•

Klyde Warren Park

2012 Woodall Rodgers Fwy, Dallas, TX 75201

•

White Rock Lake

White Rock Lake, Dallas, TX

•

Dallas Cattle Drive Sculptures at Pioneer Plaza

1428 Young St, Dallas, TX 75202

•

The Nasher Sculpture Center

2001 Flora St, Dallas, TX 75201

•

Bishop Arts District

Bishop Arts District, Dallas, TX 75208

•

6 Flags

2201 E Road to Six Flags St, Arlington, TX 76011

식물원

H.2.
•

The 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

8525 Garland Rd, Dallas, TX 75218

•

Grapevine Botanical Gardens at Heritage Park

411 Ball St, Grapevine, TX 76051

•

Texas Discovery Gardens

3601 Martin Luther King Jr Blvd, Dallas, TX 75210

H.3.
•

박물관
킴벨 미술관(Kimbell Art Museum)

3333 Camp Bowie Blvd, Fort Worth, TX 76107

•

포트워스 근대 미술관 ( 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

3200 Darnell St, Fort Worth, TX 76107

•

아몬 카터 미국 미술관( Amon Carter Museum of American Art)

주소 : 3501 Camp Bowie Blvd, Fort Worth, TX 76107

•

국립 카우걸 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National Cowgirl Museum and Hall
of Fame)

1720 Gendy St, Fort Worth, TX 76107

•

포트워스 과학 및 역사 박물관(Fort Worth Museum of Science and
History)

1600 Gendy St, Fort Worth, TX 76107

야외 활동

H.4.
•

포트워스 동물원 (Fort Worth Zoo)

1989 Colonial Pkwy, Fort Worth, TX 76110

•

포트워스 식물원(Fort Worth Botanic Garden)

3220 Botanic Garden Blvd, Fort Worth, TX 76107

•

포트워스 물 정원(Fort Worth Water Gardens)

1502 Commerce St, Fort Worth, TX 76102

•

스탁야드 - 소몰이를 실제로 보고싶다면 스톡야드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으니 가기 전에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 www.fortworthstockyards.org
주소: 2501 Rodeo Plaza, Fort Worth, TX 76164

I. Rockwall
달라스/ 포트워스 근교, UTD 로부터 22.7 마일

•

Woodcreek Brewing Company

1400 I-30 Frontage Rd, Rockwall, TX 75087

•

샌 마르티노 와이너리 & 빈야즈

12512 State Hwy 205, Lavon, TX 75166

•

The Harbor at Rockwall

2059 Summer Lee Dr, Rockwall, TX 75032

•

Lake Ray Hubbard

•

Robertson Park

•

Paddle Point Park

•

Paul Jones Park

•

Harbor Bay Marina

•

State Highway 66 Boat Ramp

•

Terry Park

•

Chandler’s Landing

•

Captain’s Cove Marina

오스틴 + 샌안토니오 + 휴스턴 +

I.2.

오클라호마시티
I.2.1. Austin
UTD 로부터 213 마일

•

텍사스 캐피톨

1100 Congress Ave, Austin, TX 78701

•

질커 공원

2207 Lou Neff Rd, Austin, TX 78746

•

레이디 버드 호

•

맥키니 주립공원

5808 McKinney Falls Pkwy, Austin, TX 78744

•

사우스 콩그레스
사우스 콩그레스에는 트렌디한 부티크, 근사한 숙소, 오스틴 정통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I.2.2. San Antonio
UTD 로부터 292 마일
•

리버워크 – 도시 공원이자 산책로 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

알라모 전도소 – 박물관

300 Alamo Plaza, San Antonio, TX 78205
•

식스 플래그즈

17000 W IH 10, San Antonio, TX 78257

I.2.3. Houston
UTD 로부터 255 마일

•

휴스턴 자연사 박물관

5555 Hermann Park Dr, Houston, TX 77030

•

허먼공원

6001 Fannin St, Houston, TX 77030

•

스페이스 센터 휴스턴
NASA Johnson 우주 센터의 공식 방문자 센터이자 주요 과학 및 우주 학습
센터

1601 E NASA Pkwy, Houston, TX 77058

•

디스커버리 그린

1500 McKinney St, Houston, TX 77010

•

샌하신토 역사박물관

3523 Independence Pkwy, La Porte, TX 77571

I.2.4. Oklahoma
UTD 로부터 200 마일

•

내셔널 카우보이 & 웨스턴 헤리티지 뮤지엄

1700 NE 63rd St, Oklahoma City, OK 73111

•

미리아드 보테니컬 가든

301 W Reno Ave, Oklahoma City, OK 73102

•

브릭타운
인더스트리얼풍의 세련된 지역인 브릭타운은 활기 넘치는 엔터테인먼트 지구

•

허리케인 하버 오클라호마 시티

주소 : 3908 W Reno Ave, Oklahoma City, OK 73107

UTD 학생 티켓

I.3.

다양한 티켓, 서비스, 음식 등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utdallas.edu/sg/discount/
https://www.utdallas.edu/cometcard/tickets/

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

I.4.

I.4.1. 야구
•

Texas Rangers
Texas Rangers (baseball) The Texas Rangers are an American
professional baseball team based in Arlington, Texas, located in the Dallas–
Fort Worth metroplex. They compete in Major League Baseball (MLB) as a
member club of the American League (AL) West division.

I.4.2. 축구
•

FC Dallas
FC 댈러스는 메이저 리그 사커에 소속된 미국의 프로축구단으로 텍사스주
댈러스를 연고지로 하고 있다

I.4.3. 농구
•

댈러스 매버릭스 (Dallas Maveric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