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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메이슨 대학 총장 오피스에서 전합니다] 
 

Mason 가족 여러분들께:  

 

2021-2022 새 학기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학기가 귀하의 첫 학기 

또는 마지막 학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귀하가 메이슨 의 새내기 든 졸업생이든 

관계없이 Mason Family 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Mason 학생들은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워싱턴 DC 지역 에 

위치한 저희 캠퍼스에서 혁신적인 학업 환경 안에 본인을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저희 학부모님과 가족들도 물론 저희 Mason Patriot (마스코트) 일원이십니다. 

Mason 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는 대학 커뮤니티를 더 발전 시키고 학생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달력 스케줄을 사용하여 다양한 Mason 서비스, 중요한 날짜, 유용한 팁 및 오피스 

연락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의 교육, 문화 및 사회 시설 과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Family Weekend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Spring Family Fling 을 포함한 가족 특정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New Student and Family Programs 오피스 

(703) 993-2475 로 전화 주시거나 families@gmu.edu 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찬 한해를 소망하며,  

 
Gregory Washington 

President, George Mason Univers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ilto:families@gmu.edu


 
Stay Connected as a Mason Family 

메이슨 가족일원으로 참여하기 
 

New Student and Family Programs (NSFP) 은 Mason 학생의 성장과 성공에 있어 

부모님들과 가족들 일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NSFP 는 대학과 가족 간의 연락 원 역할을 하며 프로그래밍 및 홍보를 통해 

Mason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ARENT AND FAMILY COUNCIL (학부모 및 가족 협의회) 

학부모 및 가족 협의회는 이벤트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현 재학생들과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대사 역할을 함으로써 Mason 커뮤니티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 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ARENT AND FAMILY FUND (학부모 및 가족 펀드) 

학부모 및 가족 기금은 Mason 학생들을 위한 모범적 인 교육 경험을 구축하고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이 Mason 에서 재학하는 

동안 필요한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성공에 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FAMILY WEEKEND (패밀리 위켄드) 

2021 년 10 월 15-17 일 

매년 가을에 열리는 대학 연례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패밀리 위켄드 이벤트는 다른 



학생들의 가족들과 소통하고, 대학 시설에 익숙해지고, 학생과 시간을 보내고, 

Mason Patriot 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SPRING FAMILY FLING (스프링 패밀리 플링) 

2022 년 3 월  25-27 일 

매 가을에 열리는 Family Weekend 의 봄 버전 인 Spring Family Fling 에서 북 

버지니아 봄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십시오. Mason 만의 방식으로 학생들과 

다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온 가족 원들 Spring Family Fling 에 초대합니다. 

  

WEBSITE (웹사이트) 

질문사항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연락을 시작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masonfamily.gmu.edu 를 방문하여 Mason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세요.  

 

MASON FAMILY CONNECTION (메이슨 패밀리 커넥션) 

Mason Family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이 Mason Family 

Connection 안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더욱 큰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 메이슨 패밀리 

커넥션을 통해 받아보세요.  

  

Connect with Us (연락처) 

• Email: families@gmu.edu 

• Phone: (703) 993-2475 

• Website: masonfamily.gmu.edu 

• Website: gmu.campusesp.com 

• Instagram: @masonnsfp 

• Facebook: /masonnsf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nthly Reminders and Important Dates / 월간 알림이 

 

JULY / 7 월 

Reminders 

• 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차증 을 구입하길 권장합니다. 

• 긴급 알림을 받으려면 alert.gmu.edu 에 연락처 정보를 등록하세요. 모든 학생들은 

자동으로 Mason Alert 에 등록되며 적시에 정보를 받기 위해 휴대폰과이메일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Dates 

여름 학기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gistrar.gmu.edu. 

• July 4-5: 독립 기념일 (University Closed/휴강) 

• July 8: 선택 과목 드랍/등록 기간 종료 

• July 19: Eid al-Adha 시작 

• July 20: Eid al-Adha 끝 

• July 25: 전국 부모님의 날 



 
AUGUST 
Reminders 

• 수업 첫날 몇 주 전부터  교과서를 구입하거나 빌리도록 권장 합니다. 교과서는 

온라인으로 또는 Mason 's Fairfax Campus 의 서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 교과서 는 학생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캠퍼스에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학업 목표에 대해 이야기 하고 학생이 Mason 에서 학업 적으로 성취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Dates 

• August 1: 예방 접종 기록 마감일 

• August 9: 이슬람 새해 

• August 17: Fall Family Kick-Off  

• August 18: Ashura 

• August 18-19: 신입생 입주 

• August 18-19: 가족들과 작별 

• August 18-21: The Preamble 프리앰블 

• August 23: 가을학기 수업 시작 

• August 23: 가을 학비 및 수업료 지불 마감일 

• August 26: 여성 평등의 날 

• August 30: 수업 추가 마지막 날 

 
 
 
 



 
SEPTEMBER 
Reminders 

• 학생들이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시간 관리입니다. 스케줄에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 이 있는 경우 Learning Services 에서 제공하는 무료 워크샵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장하십시오. 

• 제 11 회 연례 Dr. Alan 과 Sally Merten Family of the Year Award 에 귀하의 

가족을 추천하도록 학생을 격려하십시오. 이 상은 Family Weekend 에 

수여되며 Mason 에서 학생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 가족에게 

수여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MasonFamily.gmu.edu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ates 

Welcome2Mason 이벤트는 8 월 22 일 부터 – 9 월 26 일 까지 진행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elcome2mason.gmu.edu 에서 확인해 주세요. 

• September 6: 노동절 (대학 휴무) 

• September 6-8: Rosh Hashanah 시작 

• September 11: 9/11 일 기념일 

• September 12: 전국 조부모의 날 

• September 14: 수업 드랍 기간 마감일 

• September 15-16: Yom Kippur 시작 

• September 15: 히스패닉 문화 유산의 달 시작 

• September 15-27: 페널티 없이 수업 드랍 가능일 

• September 20: 중간 평가 시작 

• September 20: Sukkot 시작 

• September 22: 입춘 



• September 23: 가을 Study Abroad 유학 박람회 

• September 27: Sukkot 끝 

• September 29-30: 가을 커리어 박람회 

 
 
 
 
 
 
 
 
 
 
 
 
 
 
 
 
 
 
 
 
 
 
 
 
 
 
 
 
 
 
 
 
 
 
 
 
 



 
OCTOBER 
Reminders 

• 봄학기 등록이 곧 진행됩니다. 학생과 상담하여 카운셀러와 상담 약속을 잡았는지 

확인하세요. 

• 패밀리 위켄드 는 10 월 15 일 부터 17 까지 입니다. 행사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masonfamilyevents.gmu.edu 를 방문하세요.  

Dates 

• LGBT 역사의 달 

• 가정 폭력 인식의 달 

• October 11: 가을 방학 (휴강) 

• October 11: 미국 원주민의 날 

• October 12: 월요일 수업이 화요일에 있는 날  

• October 15: 중간 평가 종료 

• October 15: 히스패닉 문화 유산의 달 끝 

• October 15-17: 패밀리 위켄드 

• October 27: 수업 드랍 기간 종료 

• October 31: 할로윈 



 
NOVEMBER 
Reminders 

• 겨울 방학 셔틀 서비스는 Fairfax 캠퍼스에서 Dulles 공항 또는 버지니아 전역의 

대도시와 주변 대도시로가는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셔틀은 선착순으로 예약되므로 

학생이 빨리 자리를 예약하도록 권장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shuttle.gmu.edu 를 

방문해 주세요. 

Dates 

• 미국 원주민들 역사의 달 

• November 1: Días de los Muertos 시작 

• November 2: Días de los Muertos 끝 

• November 2: 선거의 날 

• November 2: 영혼의 날 

• November 4: Diwali 

• November 7: 일광 절약 시간제 종료 

• November 11: 군인의 날 

• November 15-19: 국제 교육의 주 

• November 20: 트랜스젠더 기념일 

• November 24-28: 추수 감사 휴일 (대학 휴일) 

• November 25: 추수 감사절 

• November 26: 블랙 프라이데이 

• November 27: 중소기업 비즈니스 기념일 

• November 28: Hanukkah 시작 

• November 30: Giving Tuesday 도네이션 화요일 



 
DECEMBER 
Reminders 

• 기말고사가 곧 다가옵니다.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수면, 운동 및 휴식을 통한 

건강한 균형의 중요성을 상기 시켜주세요. 

• 일반적으로 첫해의 성적은 학생의 학업 진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학생의 성적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경우 시간 관리 와 필요한 학습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Dates 

• December 1: 세계 AIDS 의 날 

• December 4: 가을학기 수업 마지막 날 

• December 6: 리딩 데이 

• December 6: Hanukkah 끝 

• December 6-7: 리딩 데이 

• December 8-15: 학기말 시험 기간 

• December 16: 겨울 학위 졸업일 

• December 18: 학위 수여 

• December 20: 겨울 방학 / 대학 휴강 

• December 21: 겨울 첫날 

• December 24: Christmas 이브 

• December 25: Christmas 

• December 26: Kwanzaa 시작 

• December 31: New Year’s 이브 

 



 
JANUARY 
Reminders 

• 학생들은 다시 집을 떠나 학교로 복학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은 극히 정상이며 대학에 적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심 시켜주십시요. 

• 학비는 1 월 18 일 수업 첫날 전 까지 지불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Patriot Web 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계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장려 하십시요. 

• 2022-2023 년의 대학 생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십시요.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에 관한 정보를 Housing and Residence Life 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곧 실시하는 주택 

박람회 및 숙소 선택 과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Dates 

• January 1: Kwanzaa 끝 

• January 1: 새해 첫날 

• January 1: 예방 접종 기록 마감일 

• January 2: 겨울 방학 종료 

• January 6: Epiphany 

• January 17: Dr. Martin Luther King Jr. Day (휴강) 

• January 18: 봄 학기 수업 시작 

• January 18: 봄 학비 및 수강료 마감일 

• January 25: 수업 추가 마지막 날 

• January 27: 세계 Holocaust 기념일 

 



 
FEBRUARY 
Reminders 

• Spring Family Fling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족 등록은 

Mason Family Connection 을 확인하십시오. 

• 여름이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여름 방학 동안 참여하려는 인턴쉽 

계획 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niversity Career Services 는 학생의 인턴쉽 및 구직 

과정을 탐색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홈 커밍에 동참하여 메이슨 스피릿 을 보여주세요! 홈 커밍 블록 파티 및 농구 경기, 

등 많은 액티비티에 초대됩니다. 

Dates 

• 흑인 / 아프리카 문화 유산의 달 

• February 1: 구정 설날 

• February 2: Groundhog 데이 

• February 8: 수업 드랍 마지막 날 

• February 9-21: 무제한 수업 withdraw 기간 시작 

• February 14: 중간 평가 시작 

• February 14: 발렌타인 데이 

• February 15: 봄 유학 박람회 

• February 21: 대통령의 날 

• February 22: 선택적 수업 withdraw 기간 시작 

• February 23-24: 봄 커리어 페어 

 



 
MARCH 
Reminders 

• 학생들이 5 월에 기숙사에서 이사하고 8 월에 캠퍼스에 다시 거주 할 경우 Merten 

Hall 에 위치한 UPS Store 에서 제공하는 여름 소지품 보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십시요.  

• Spring Family Fling 은 3 월 25-27 일입니다! 북 버지니아에서의 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메이슨 방식으로 학생과 다시 연결되도록 온 가족을 

초대합니다. 이벤트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Mason Family Connection 을 

확인하십시오. 

Dates 

• 여성 역사의 달 

• March 2: Ash Wednesday 

• March 7-13: 봄방학 (휴강) 

• March 8: 국제 여성의 날 

• March 13: 일광 절약 시간제 시작 

• March 16-17: Purim 시작 

• March 17: St. Patrick’s 데이 

• March 17-18: Holi 시작 

• March 18: 봄 학기 중간 평가 종료 

• March 20: 입춘 

• March 25: International Week 시작 

• March 25-27: Spring Family Fling 

• March 28: 선택적 ㅅ업 기간 종료 

 



 
APRIL 
Reminders 

• 매년 메이슨 대학은 International Week 를 주최합니다. 메이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국가와 문화를 보여주고 축하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격려해주세요. 

• 학기 말이 가까워 질 수록 학생이 자신의 컨디션 유지를 우선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활력, 목적 및 탄력성을 강화하는 

자기 관리 및 운동을 실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Dates 

• 성폭행 인식의 달 

• April 1: 만우절 

• April 2: Ramadan 시작 

• April 3: International Week 끝 

• April 7: 세계 보건의 날 

• April 10: 형제 자매의 날 

• April 15: Passover 시작 

• April 15: 성 금요일 

• April 15: 조세의 날 

• April 17: 부활절 

• April 22: Passover 끝 

• April 22: 지구의 날 

 



 
MAY 
Reminders 

• 학생이 캠퍼스에 거주하는 경우 카운셀러와 상담하여 이사절차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요. 

• 학생과 함께 여름 계획을 마무리 지으세요. 여름에 일을 하거나 수업을 들으며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장려하십시오. 

Dates 

• 아시아 태평양 계 미국인의 달 

• May 1: Ramadan 끝 

• May 2: 봄학기 수업 마지막 날 

• May 2-3: Eid al-Fitr 

• May 3: 리딩 데이 

• May 4-11: 학기말 시험 기간 

• May 5: Cinco de Mayo 

• May 8: 어머니의 날 

• May 13: 대학 졸업식 시작 

• May 14: 학위 수여 

• May 16: 여름 학기 수업 첫날 

• May 24: 여름 수업 추가 / 드랍 마지막 날 

• May 30: (UC) -5 월 31 일 : 현충일 (대학 휴강) 

 
 



 
JUNE 
Reminders 

• 여름 동안 대학을 떠난 후 복귀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생에게 더 많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부여하십시요. 여름 동안 집에서 지내며 지켜야 할 생활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저축 계획을 세우도록 권장하십시요. 

돌아오는 학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 학생이 메이슨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Dates 

• June 4-6: Shavuot 

• June 7: 수업 드랍 마지막 날 (50% Refund) 

• June 8-14: 무제한 수업 withdraw 기간 종료 

• June 15: 선택적 수업 withdraw 기간 시작 

• June 19: 아버지의 날 

• June 19: Juneteenth 

• June 21: 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Information/학교 연락처 
 
Academic Integrity 
703-993-6209 
oai.gmu.edu 
 
Bookstore 
703-993-2666 
gmu.bncollege.com 
 
Career Services 
703-993-2370 
careers.gmu.edu 
 
Contemporary Student Services 
703-993-6563 
contemporary.gmu.edu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ervices 
703-993-2380 
caps.gmu.edu 
 
Dean of Students/University Life 
703-993-2884 
Alt. Phone #’s: 
703-993-8760 
703-993-1000 
ulife.gmu.edu 
 
Dining Services 
703-993-3313 
dining.gmu.edu 
 
Disability Services 
703-993-2474 
ods.gmu.edu 
 
Financial Aid 
703-993-2353 
financialaid.gmu.edu 
 
Housing and Residence Life 
703-993-2720 
housing.gmu.edu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703-993-8870 
itservices.gmu.edu 
 
Learning Services 
703-993-2999 
learningservices.gmu.edu 
 
Mason Money, Mason ID, and Meal Plans 
703-993-2870 
masonid.gmu.edu 
 
Mason Student Services Center 
703-993-2000 
mssc.gmu.edu 
 
Military Services 
703-993-1316 
military.gmu.edu 
 
New Student and Family Programs 
703-993-2475 
ofps.gmu.edu/masonfamily.gmu.edu 
 
Parking and Transportation 
703-993-2710 
parking.gmu.edu 
 
Patriot Tech 
703-993-4100 
gmu.bncollege.edu 
 
Police 
Non-emergency: 703-993-2810 
Emergency: 911 
Police.gmu.edu 
 
Provost/Undergraduate Education 
703-993-3794 
provost.gmu.edu 
 
Registrar 
703-993-2441 
registrar.gmu.edu 
 
Safety Escort Services 
Fairfax: 703-993-2810 
Arlington: 703-993-8070 



SciTech: 703-993-8370 
police.gmu.edu/police-cadets/escorts 
 
Student Accounts 
703-993-2484 
studentaccounts.gmu.edu 
 
Student Conduct 
703-993-6209 
studentconduct.gmu.edu 
 
Student Health Services 
Fairfax: 703-993-2831 
Arlington: 703-993-4863 
Science and Technology: 703-993-8374 
Shs.gmu.edu 
 
Student Success Coaching 
703-993-2470 
mcn.gmu.edu 
 
Student Support and Advocacy Center 
703-993-3686 
ssac.gmu.edu 
 
UNIV Courses and Programs 
703-993-3794 
transitions.gmu.edu 
 
University Information 
703-993-1000 
info.gmu.ed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lleges and Schools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703-993-2010 
cehd.gmu.edu 
 
College of Engineering and Computing 
703-993-1505  
volgenau.gmu.edu 
 
College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703-993-1901 
chhs.gmu.edu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703-993-8720 
chss.gmu.edu 
 
College of Science 
703-993-3622  
cos.gmu.edu 
 
College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703-993-8877  
cvpa.gmu.edu 
 
Honors College 
703-993-1110  
honorscollege.gmu.edu 
 



Jimmy and Rosalynn Carter School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703-993-1300  
carterschool.gmu.edu 
 
Schar School of Policy and Government 
703-993-2280  
schar.gmu.edu 
 
School of Business 
703-993-1880  
business.gmu.edu 
 
School of Integrative Studies 
703-993-1436  
Integrative.gmu.edu 
 

2021-22 패밀리 달력을 자주 이용 바랍니다. 중요한 학교 이벤트 날짜를 계속해서 받아 

보시려면 family@gmu.edu 로 문의해 주세요. 2021-22 달력의 사본이 준비 되었을 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