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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
(1) Social Security Nunmber (SSN)받기
예전에는 유학생도 SSN 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SSN 은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학교에서 stipend 를 받거나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OIS (UPitt) / OIE (CMU)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서 Social Security Number
Letter (or On-campus work authorization letter) 신청서를 받아서 각 Department
Office 에서 확인서명을 받고 (Office 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OIS(E)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은 신청서와 여권, I-94, I-20(DS2019)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는 해당
사이트에서 꼭 다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국 자료가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국후 10~15 일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 는 Downtown 과 East liberty 두 곳이 있습니다.
Downtown 에는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리고, East Liberty 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 사람이 적어서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Office 에 가면 앞에 경비원이 서있고, 칼이나 총같은
무기류, 카메라를 들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카메라는 맡기고 나갈때 다시 찾아가고,
카메라 달린 전화가 있다고 하면 끄고 사무실에서 켜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용무로
왔냐고 물어보고 SSN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무인기에서 1 번을 누르고 표를
발급받으라고 말합니다.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Card 양식 (Form SS-5)을
작성하면서 자기 번호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신청 과정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신청정보를 요약해서 맞는 지 확인을 하라고 보여줍니다. 중요한
서류니까 오타나 잘못된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틀린 점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수정하세요.
신청이 끝나면, 직원이 SSN 발급 신청 접수증을 주고, 집에서 기다리면 SSN Card 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만약 급하게 필요하다면, 약 이틀 후에 State ID 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Office 를 다시 방문하면 SSN 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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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Card 를 받으면 설명대로 일단 서명부터 하세요.

SSN Card 는 신분증이

아니므로 집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절대 지갑이나 ID 와 같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번호 (특히 뒤 4 자리)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SSN 은 전화/가스/전기 등을
신청 할 때와, 신용카드 만들때 필요합니다. (전화/가스/전기 등을 신청할때 SSN 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전기/가스 회사에

전화를 하면 신원확인을 위해서 SSN 의 마지막 네 자리 번호를 물어봅니다. 이런
특별 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SSN 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 SSN 을 못받는 경우
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 SSN 을 발급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운전면허 등을 신청할 때 SSN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SSN 을 발급 받지 못하는 사유서 (Letter)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Office위치
http://www.socialsecurityofficelocations.com/city/PA/Pittsburgh.html
East Liberty Social Security Office
• 주소: 6117 Station Street, PA 15206
• 영업시간: 월화목금 오전 9 ~ 오후 4 / 수 오전 9 ~ 오후 12
• 전화번호: 800-772-1213/ 800-325-0778
Downtown Social Security Office
• 주소: 921 Penn Avenue, PA 15222
• 영업시간: 월화목금 오전 9 ~ 오후 4 / 수 오전 9 ~ 오후 12
• 전화번호: 800-772-1213/ 800-325-0778
▶관련 웹사이트
• www.ssa.gov/pubs/10096.html#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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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is.pitt.edu/immigration-related-stuff/social-security-numbersssn/

(UPitt OIS 웹페이지의 Downtown office 는 예전 위치입니다)

(2) Photo ID
운전 면허가 있으면 Photo ID 가 따로 필요가 없지만, 운전 면허증이 없을때는 면허
필기 시험을 치르는 곳 (State Office)에서 대신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2 입니다 (수표로 지불). 항상 사람들로 붐비므로, 아침 일찍
가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제외하고 약 30 분 정도면 사진
찍고, 발급까지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예. 여권) & I-94
• SSN Card or SSN 을 받을 수 없다는 Letter of Proof
• 재학 혹은 재직증명서
• I-20 (DS-2019)
•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문서: 세금 납부 내역, 임대 계약서,
W-2 form, 관리비 납부 내역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는 받지 않음)
• 수표 혹은 우편환 (Money order); 현금은 받지 않음
▶ Pennsylva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river’s License Center
• 주소: 708 Smithfield Street, PA 15222
• 영업시간: 8:30am to 4:15 pm (Mon~Fri)
• 전화번호: 800-932-4600
▶관련 웹사이트
• www.dot33.state.pa.us/driverLicensePhotoIDCenter/obtainingPhotoID.shtml
이 곳에서 방법과 서류를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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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 면허
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있는 사람은 대개 한 달 내에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SSN 이 없는 사람은 SSN 을 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를 SSN Office 에서 받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를 신청할 때는 I-20 에 나와있는 날짜가 1 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의사에게 신체검사 (Physical Exam) 를 받아야 합니다. “Learner's Permit
Application" (Form DL-180, Pennsylvania Driver's Manual 의 맨 뒷장 혹은 아래
link 주소) 을 들고 의사에게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sign 을 받으면 됩니다.
Driver's Manual 에 수록된 내용을 공부해서 필기시험을 봅니다. 적당한 시험장을
골라서 접수하면 먼저 시력검사와 필기시험을 봅니다 (예약 필요 없음, fee $28
수표로 지불). 필기시험은 객관식 형태 18 개의 문제가 화면에 나오며, 15 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적절하게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기시험까지 합격하면 Learner’s Permit 을 받게 되며, 운전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earner’s Permit 만을 가지고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Learner’s Permit 이 있어야 주행 시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한 주 내에 예약을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의 수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면허시험을 보려고 할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주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 (수험자의 Learner’s Permit, SSN, 차량 소유주의 면허증,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 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바로 발급해 줍니다.
주행 시험을 볼때는 먼저 안전벨트 검사, 간단한 기기 조작 (와이퍼, 라이트 등)을
시켜보기 때문에 면허에 사용할 차의 조작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면 됩니다. 중간에 평행 주차 등의 기술과 정지 신호
준수 등의 기본적인 법규 준수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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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신분증 (예. 여권) & I-94
• SSN Card or SSN 을 받을 수 없다는 Letter of Proof
• 재학 혹은 재직증명서
• I-20 (DS-2019)
•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문서: 세금 납부 내역, 임대 계약서,
W-2 form, 관리비 납부 내역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는 받지 않음)
• 수표 혹은 우편환 (Money order); 현금은 받지 않음

▶면허시험장 (빨리 받으시려는 분은 더 먼 곳에 있는 면허장을 검색하시면 됨)
• Allison Park: Duncan Manor Shopping Center, 1701 Duncan Avenue
(412) 366-3502
• Penn Hills: 11620 Keleket Drive, Penn Hills, Penn Hills Shopping Center
(412) 371-1960 or 1969
▶ 관련 웹사이트
• The Pennsylva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river and Vehicle Service
• Learner's Permit Application (Form DL-180)

(4) Bank Account
우리나라에는 창구에서도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미국에서는 창구에서는 입출금만
합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대기인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두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 상담이 끝난 직원들이 명단에 있는 이름을 보고 한 명씩 부릅니다.
은행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든
후에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임시로 그 사람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나중에 은행에 들리거나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는데는 여권과 합격통지서 (I-20 안된다고
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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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가 필요하고, SSN 은 없어도 됩니다. (신용 카드를 만드는데는 SSN 이
필요합니다) 지점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교 앞 지점들은
international student 을 많이 대해서 process 가 쉬운 편입니다.
Account 는 checking account (수표구좌) & saving account (예금구좌)가
있는데 checking account 는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aving account 는 예금통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미국에서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 케이블 TV 등 모든 요금을 체크(개인 당좌수표)로 받기 때문에 이
checking account 는 필수입니다. 이자율이 걱정이 된다면 saving account 도
있으니 거기에 예치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나라에 비해 이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외환은행이나 기타 외환 취급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매달 송금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Checking account 의 경우는 대부분 이자가 없으며, minimum balance 가 정해져
있고 그 balance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많은 벌금(charge)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를 서투르게 한다고 은행에서 추천하는 대로 구좌를 만들지 말고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minimum balance 가 없는 것이나 적은 것으로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brochure 를 달라고
해서 잘 읽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Saving account 도 미니멈을 약 500 달러 정도로 하면 이자도 괜찮고 관리하기도
수월하며, checking account 와 saving account 를 동시에 튼 다음, 서로 자동 이체가
되게 해놓으면, checking account 가 최저까지 떨어지더라도 saving 에서
이체되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Saving account 는 입금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한 달
내 출금 횟수 제한이 있어서 그 횟수가 넘으면 fee 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Saving
account 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니까 일단 checking account 부터 만들어 놓고 놓고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계좌를 만들지 정했으면 직원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창구로
가서 돈을 입금 시키고 영수증을 가져다 줍니다. 은행 직원들이 돈을 떼먹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을 주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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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직원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어서 금액을 확인시키세요. 처음 account 를
만들면 우리나라처럼 통장을 주지는 않고 대신 매월 집으로 계좌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내역을 보내줍니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역을 우편대신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Cheking acount 를 신청을 하면 맨 처음 check book 을 한권 기본으로 줍니다.
기본으로 주는 것이라 돈을 주고 사는 check book 보다 check 의 수가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문은 은행에가서 주문할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 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 가격과 배송료는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Debit card 는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도착하는데 10 working days 가 걸린다고
하지만 보통 그 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만약에 debit card 를 받을 주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은행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debit card 가
도착하면 가져가라고 전화를 해줍니다. Check 을 사용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bill payment), 인터넷 뱅킹 bill payment center 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직접 payment 하는 곳으로 check 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CMU 와 UPitt 학생의 경우, PNC bank 와의 제휴로 학생증과 debit card 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CMU 는 university center 지하에 PNC bank 지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학생증 주면, 개인 정보 확인 후에 간단히 기능 추가해 줍니다. Pitt 은 Amos
Hall (William Pitt Union 과 book center 사이 4022 Fifth Ave)에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학생증과 ATM 을 연결해 줍니다.
기본적인 이율은 check account 는 1% 미만, saving account 는 1%를 약간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PNC 뱅크 같은 경우 saving
account 에 있는 돈이 10000 불 이상인 경우 우대 금리 1%를 추가로 줍니다.
참고하세요. (이율은 바뀔 수 있고 예금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개별 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balance 를 넘어서 debit card 를 사용할 경우 승인은 되지만
후에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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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표 사용

수표를 보면 왼쪽위에 이름과 주소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날짜 적는 란이 있습니다.
• Pay to the order of: “누구에게” check 을 주는지 적습니다.
• 금액: $옆에 작은 사각형 칸에는 “숫자로 금액”을, 그 밑에 줄이 그어져 있고
끝에 dollars 라고 적인 곳에는 “영문으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금액을 적을때는 dollar 단위를 영문으로 먼저쓰고 cent 단위는 분수로
적어주거나 영문으로 풀어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685.25 라고 하면 “six
hundred eighty five and 25/100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숫자 685 를
얘기할때 흔히 six hundred and eighty five 라고 말하는데 수표를 적을 때는
hundred 다음에 and 를 쓰지 않고 dollar 와 cent 단위사이에만 and 적습니다.
금액을 적을때는 앞에 숫자를 덧붙이지 못하도록 빈칸 없이 앞부터 채워서
쓰고 빈칸에는 선을 그어 줍니다.
• For/memo: 아래에 for 혹은 memo 라고 적힌 곳에는 수표를 주는 “용도”를
적으면 되는데 용도는 적지않아도 됩니다.
• Routing number / Account number: 수표 밑에 보면 숫자들이 적혀있는데
하나는 routing numer 이고 하나는 account number 입니다.

Account

number 는 입출금 할때 필요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는 routing numb 도
필요합니다.
• 수표 번호: 오른쪽 위 한쪽 귀퉁이에 번호(134)가 적혀있는데 이 것은 수표의
번호입니다. 수표를 쓸 때마다 수표 번호와 금액, 용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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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은행 customer service 에 전화 하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수표
134 번의 금액”같은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 놓으면
내역에 자기가 쓴 체크 번호와 스캔 이미지를 볼 수 있으니까 기록해 두지
않았으면 그걸 보고 대답을 해도되고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수표 입금은 ATM 에서 하거나 은행 창구에 가서 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수표에 입금을 할때는 수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6) 송금
출국 후 현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국내의 송금인에게 은행 및 지점 번호,
통장 번호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보내줍니다. 한국의 송금 은행은 미리 유학생 환전
지정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출국전에 유학생 환전 지정을 했더라도 매해
재학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 월 1 일에 송금
계좌를 개설 했을 경우 다음해 7 월 31 일에 갱신 해야함) 계좌 개설 지점의 담당자와
전화통화이후 관련 서류 사본을 FAX 또는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I-20, VISA, 여권 사본 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유학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1. Swift code: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면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도 은행 주소와 이름만 알면 검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2. Routing number: 이 역시 swift code 와 비슷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Account number: 송금 받을 곳의 계좌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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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nk address: 송금 받을 은행 지점의 주소. 한국에 있는 송금은행이 기타
정보들을 검색할 때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Fifth Ave. 와 Craig St.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PNC bank 의 경우 "PNC Bank, 4600 fifth avenue, Pittsburgh,
Pennsylvania 15213 "이고 Pitt 에 가까운 PNC bank 는”PNC Bank, 4022 Fifth
Ave, Pittsburgh, Pennsylvania 15213”입니다. 은행 명은 약자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5. 개인 서류:

I20, 입학 허가서, 여권, 비자, 재학 증명서 - 이것들은 미리

복사해서 한국에 남겨두고 오셨으면 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보내거나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서의 경우 임시로 외환거래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실제로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재학증명서를 받아서 보내주어야만 그 이상의 외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출국

후

최초

송금시에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아서 국내 송금인에게 보내 주여야 합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씩 이 재학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서 은행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단
등록하고 나면, 일년 동안은 다른 서류 없이 대리인이 환전을 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1 년 이상 유학을 하는 유학생의 출국 전 환전 가능 금액은 정착비 $20,000, 6 개월
생활비 $18,000, 학비 및 보험료 등 공과금은 내역서만 있으면 무제한이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1 달에 $500, 자녀가 있을 경우 1 달에 $300 이었으나, 이제는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환전을 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환율은 송금이나 송금수표(머니
오더)를 이용할 경우 가장 저렴하고 TC(여행자수표)가 송금할 때 보다 약 6-8 원
가량 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환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TC 를 바꿀 때 보다 6-8 원 가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학비를 낼
목적이라면 I-20 상에 나와있는 학비를 학교에서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학교이름으로 표시된 머니 오더를 끊어서 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머니
오더를 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는데 유학생 지정을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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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곳으로 가서 끊으면 송금할 때 수수료와 미국에서 송금을 받을 때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송금을 받을 경우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지만 미국은행에서 20 불 이상을 수수료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CMU 의 경우, 재학증명서는 Warner hall 지하 HUB office 에서 학생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U Pitt 의 경우, Transcripts Office (G-3 Thackeray
Hall)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7) 세금 신고
1) 개요
미국에서는 월급의 일부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였다가,
소득에 비해 더 많이 징수된 세금 액수를 되돌려 줍니다. 이를 가리켜 tax return
이라고 합니다.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했을지라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러가지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의례 세금 징수가 초과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비, 장학금, 헌금 등이 그런 경우이지요.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세금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년 수입중 $2000 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나면, 실제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은 현저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한 셈이
되지요. 이러한 초과분을 미국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말 세금 정산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ax return 신고는 매년 4 월 15 일까지 하게 됩니다.(미국 내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세금 보고는 필히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 내용이 거의 없는 서류
한장만 보내면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미리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tax return 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로부터 W-2 양식을 받자마자 tax
return 과정을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W-2 는 여러분의 일년 수입과 징수된 세금의
내역이 있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1 월 말에서 2 월 초에 우편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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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federal tax)와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state tax)입니다. 물론 피츠버그 시에 납부한 세금(city tax)도
있기는 하지만, 시 세금은 따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Federal tax 와 state tax 에
대해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두가지의 tax return 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federal tax 는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state tax 는
PA department of revenue 로 신고를 합니다. Stipend 의 경우 federal tax 는 전액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state tax 는 아예 처음부터 징수가 되지 않거나
신고를 해서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State tax return 을 신청 할때는
stipend 가 장학금이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department office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 신분
F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세금 납부 신분이 크게 resident alien 과
non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됩니다. 전자는 미국에서 calendar year 5 년을 거주한
경우이며, tax return 을 받을 때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세금보고
양식은 약간 더 까다롭습니다. (비록 5 년 이상을 거주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가 매년 일정 일수보다 적다면, 여전히 nonresident 로 분류됩니다.)
Nonresident 의 경우 세금보고 양식이 간결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는 없습니다.
J1 비자를 가진 사람은 2 년(24 개월)까지 연방세가 면제됩니다
3)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 Nonresident
- Form 8843: 학생신분에 대한 증명서
- 1040NR-EZ: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1040NR: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W-2
미국 내에서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면, Form 8843 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F-2 비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는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tax
return 보고에 사용할 tax identification number(TIN)를 미리 신청하여 갖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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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TI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 을 IRS(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IRS 에 보내시면 됩니다.
* Resident
- from 8843 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1040EZ, W-2
Resident alien 의 경우, child tax credit 등을 claim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충족될
경우(주로 저소득층일 경우), 돌려받는 세금과는 별도로 자녀 양육비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제출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복사본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각종 행사나 활동 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W-2 사본이나, 1040 Form 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Nonresident 의 세금보고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IRS 홈페이지에서 양식과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Resident 의 경우라던지, nonresident 일지라도 본인의 세금 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소정의 금액(약 25$)를 들여서 tax report 웹사이트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간편하고 쉽게 세금보고를 끝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Federal tax 정산을
위해서 cintax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ntax 는 세금 계산만 해줄 뿐
실제로 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려면 인쇄를 해서 IRS 로
보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가 가까워지면, OIE(CMU)/OIS(Pitt)에서 세금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공지하니까 참고 하세요.

▶ 관련 웹페이지
• IRS
•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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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nsylvania Personal Income Tax Guide
(8) 한국으로 국제 전화
요즘은 Facetime 이나 보이스톡으로 한국과 주로 통화하지만, 혹시 국제전화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전화카드 살 수 있는 사이트
• www.pingo.com, www.callkoreanow.com, www.opendial.com,
www.callsky.com, www.goodphonecards.com
▶인터넷 폰
한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사서 이 곳에 가져오면 한국에서 전화를 거는 요금으로
한국으로 전화를 걸 수있습니다.
my LG 070 폰 (인터넷 폰) / KT 인터넷폰
- 기본요금: 월 2 천원 정도 (1 년 약정시, 전화기계 무료)
- 070 가입자 간 사용 (무료): 국내외 무관
- 국제전화(미국에서 50 원/1 분)
▶컴퓨터를 이용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www.skype.com
• www.google.com/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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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및 서블렛
(1) 아파트의 종류
피츠버그에서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콘도미니엄: 우리나라의 아파트처럼 거주자들 대부분이 전세 혹은 실제 그
아파트의 소유주인 경우입니다.
- 임대아파트: 월세를 내고 임대하는 아파트.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임대아파트에도 크기에 따라서 two bed room, one bed
room, efficiency (studio)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룸은 efficiency 에 대응됩니다. Studio 와 efficiency
는 지역마다 구분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뉴욕의 경우 studio 는 부엌이 없고
침실과 화장실만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를 말하고, efficiency 는 부엌을 더 포함하는
조금 더 큰 방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츠버그의 경우 studio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efficiency 와 studio 가 별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임대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방에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좀
좋은 곳에는 식기세척기, garbage disposal 까지 포함되어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 토스터, 밥솥, 수저, 그릇과 같은 것들은 각자 사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에어컨, 침대, 소파, 책장, 책장, 의자 등의 가재도구 역시 대부분 직접
사야만 합니다.
-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고층아파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피츠버그에서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50 년 이상
된 옛날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 삼층 정도 되는 단독 주택에서 방을 임대하는 경우 또한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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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하실 때는 한 달 렌트비(집세에 수도, 가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 포함
여부), 학군, 출 퇴근시의 교통편, 가족 수에 따른 방의 개수, 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라고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2) 집세
일반적으로 2015 년 현재 efficiency 의 경우 600~800 사이가 대부분이고, 원 베드
룸, 투 베드룸은 각각 약 30~40%씩 더 비쌉니다. 월세는 물가를 반영하여 매년 약
5%~10%씩 꾸준히 오릅니다. 학교 근처(North Oakland)나 Shadyside 쪽이 편리한
대신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비싼 편이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더 싼 값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세를 내는 방법에는 상주 매니저가 있는 경우는 상주 매니저에게 가져다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check 을 보내면 됩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신 후, e-checking 을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주소로 첵이
발송 될 수 있게 설정하시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check 이 배달되기도 합니다.
(3) 공공요금 (Utility)
공공 요금의 경우 집세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수도와 가스요금은 집세에 포함되어있고, 전기세는
불 포함입니다. 특히 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히터와 집의 열효율에 따라서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NC bank 를
이용하신다면, 전기세의 경우, 처음 bill 을 받았을 때 bill 에 적혀있는 bill provider
number 를 이용하여서 인터넷 bill pay service 등록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매월
이메일로 bill 이 발급되었음을 알려주고, 클릭 몇 번으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기 요금들 또한 online payment system 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bill 이 정식으로 발급되는 요금이 아닌 것은 당연히 bill
provider number 가 없으므로, check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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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com 연결
방문자 혹은 소포가 배달될때 특히 필요합니다. 아파트 현관 들어갈 때 시큐어리티
문제로 intercom 을 이용해 방문하는 집에서 문을 열어 줘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정이 이미 되어있는 아파트도 있고 본인 전화번호를 오피스에
알려주면 집전화 혹은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피츠버그
지역번호 (412)가 아닌 경우에 연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계약기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1 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
몇 달 정도 추가 요금을 내고 더 있을 수 는 있지만, 비용이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아파트 계약 기간과 입주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 Sublet 이나 In
town suit 등에 머무셔야 합니다. Sublet 은 방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혹은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로 방을 빌려주는
형태의 임대입니다. 이는 월세처럼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을 맺은 사람이 몇 주에서 몇 달간을 한번 더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고, 임대도 현재 계약자와 연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세는 조건 맞추기 나름이나, 전기료나 수도세와
같은 부대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대기간,
임대 조건 등이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이므로, 잘 따져보고 사셔야 합니다.
(6) 계약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는 비즈니스를 할 때와 같이 의연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시설과 임대조건은 집요할 정도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피츠버그의 아파트들은 한국의 아파트와는 수준차이가 많이 나므로,
몇 군데를 돌아보고 나서는 평균적인 수준을 재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것은 찾기 힘듭니다. 또한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다고 계약을 재촉한다고 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도 대충 계약하면
안됩니다. 다른 방도 검토 중에 있다고 넌지시 암시를 주는 것도 한가지 전략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반드시 체크해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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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요금의 집세 포함 여부

•

입주 시기와 시간 (예를 들어 오전 9:00 에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일
이사할 때 불편 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환급 절차

방을 보러 갈 때나 계약을 할 때에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세세한 부분도 두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찾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미국인 친구가 함께 가면 더욱 좋습니다. 아파트의 시스템과 주거에 관한
단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Security deposit 이라고 불리는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대체로 한달 치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증금은 집을
비울 때에 파손된 비품을 수리하거나,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남은 것은 환급됩니다. 비품이나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보증금은 전액 환불
받습니다. 입주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영수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보증금을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입주시 사진 자료를 남겨놓는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mple: Royal Winsor
Apartment, Mozart Management 의 경우 메니지먼트가 매우 불친절하며 보증금에
관련한 안 좋은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 놀이터 길 건너편 아파트 (howe +
S.Aiken) 보증금을 떼먹음. Lobos Management 는 CMU 공식메일에도 언급이 된
적 있는 평판이 안좋은 매니지먼트입니다)

최근 학생 수요가 늘면서 매니지먼트들의 갑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유학생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수에 따른 방의 갯수는 아파트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구할 때 말을
안하면 그냥 넘어 가지만 그것이 꼬투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단지 내 다른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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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거나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방 1 개당 가족 수는 2 명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3 자녀를 두고 있다면 Three-bed 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Two-bed) 이사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7) 유용한 웹 링크
• CMU Housing Services: CMU 기숙사와 학교 근처 집을 구하기 위한 많은
링크와 방법들을 제공
• Apartment Rental Guide
• Craigslist Pittsburgh
• Facebook Group: Housing and Roommates in Pittsburgh
• Facebook Group: KCCP 빛주 나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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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파트 목록
Amberson Gardens 5 Bayard Road, Pittsburgh (412-682-3590)
Amberson Plaza 5030 Centre Avenue, Pittsburgh (412-681-9870)
Aspin 500 Centre Avenue, Aspinwall (412-244-1177)
Carlyle Arms Apartment 5551 Centre Avenue, Pittsburgh (412-362-1161)
Carmichael (Kamin) 5930 Walnut Street, Pittsburgh (412-661-4456)
Davidson Square 265 46th St, Pittsburgh (412-687-6500)
Ellsworth Mansion 5400 Ellsworth Ave, Pittsburgh (412-682-6006)
Essex House 5701 Centre Ave. Pittsburgh (412-441-0820)
Georgian (Mozart) 5437 Ellsworth Avenue, Pittsburgh (412-682-7000)
Kennilworth Apartment 5700 Centre Avenue, Pittsburgh (412-363-2800)
King Edwards (Sterling & L) 4601 Bayard Street, Pittsburgh (412-682-5000)
Royal Garden Apartment 6230 5th Ave. Pittsburgh (412-441-2696)
The Pennsylvanian 1100 Liberty Ave, Pittsburgh (412-391-6730)
Webster Towers 240 Melwood Ave. Pittsburgh (412-682-3744)
Woodhawk Club 1810 Teal trace, Pittsburgh (412-369-9399)
참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군을 고려해 아래 지역을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 North Allegheny 지역
Royal Manor 8900 North Court Allison Park (412-364-7400)
Oaks of McCandles 1050 Nineteen North Dr. Pittsburgh (412-366-7040)
Hickory Hills 100 Arthur Dr. Wexford (724-935-2800)
• Fox Chapel 지역
River Oaks 1 Oakhurst Circle, Aspinwall (412-781-9300)
• Avonworth school district 지역
Bear Run Village 100 Bear Run Dr. Pittsburgh (412-364-7777)
• Hampton School district 지역
Devlin’s Pointe Apartments 2857 Oxford Blvd. Allison Park (412-49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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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와 인터넷
인터넷은 대부분 Comcast 와 Verizon DSL 로 나뉩니다. 컴케스트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버라이존은 전화선을 사용합니다 (Fios 는 케이블). 두 통신사
모두 학기 초에 promotion 기간이라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서비스 이용료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서 비싸다고 항의하면, 다른 서비스 혹은 bundle 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해줍니다.
(1) 집전화와 인터넷
Verizon: 기본적으로 Fios 가 되는 곳에서는 인터넷, 전화, TV 모두 가능하지만,
자신의 주거지가 Fios 가능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TV 를 보지 않으시는
분에게 적합 합니다. Fios 가 안되는 경우에는 DSL 방식으로 매우 느린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뎀 과 Wireless Router 가 일체형인 것을 주며 가입해지시
꼭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끝낼때는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Verizon (LandLine) 과 Verizon Wireless (Cell Phone)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핸드폰 고지서와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고지서를 하나로
합칠수도 있는데 OneBill 이라고 부릅니다. OneBill 을 원하실경우 가까운 Verizon
Wireless 딜러에가셔서 하실수 있는데 어떤 Discount 를 주는지 물어보세요. (혜택이
지역마다 다름)
Comcast: 컴캐스트는 인터넷, 방송, 전화서비스 모두 신청가능하며 요금을 한 번에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는 모뎀만 주며(+$3/월) Wireless 기능이 있는
장비는 고지서에 약간의 돈을 더 내고 ($4+- 정도), 가입해지시 역시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컴캐스트는 대부분 프로모션 가격으로 시작하지만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면(6 개월~1 년, 프로모션마다 다름) 가격이 올라 가니 프로모션이
끝나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오래 계실분은 가격이 Lock-In
되는지

물어보는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프로모션을

모뎀/라우터 무료와 같은 프로모션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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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핸드폰
미국 핸드폰 계약은 한 달에 일정한 시간 안에 사용 가능한 plan 을 택하여, 매달
일정금액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 시간을 넘겼을 때는, 분당 통화료가 부가됩니다.
분당 통화료는 상당히 비싸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밤(회사마다 밤 시작 시간이
다름니다), 주말, 같은 회사끼리의 전화(mobile to mobile)는 peak tim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본인이 돈을 받고 일하는 임플로이(RA, TA 도 해당)
라는 것을 증명하면 임플로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개통할땐 deposit 을 요구합니다. 6 개월~1 년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년, 2 년 계약을 하시면 핸드폰을 사실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모든 회사가 prepaid phone 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화를 걸 때 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을 때도 요금을 냅니다. 주중 야간시간대 (밤 9 시 이후)와 주말이 무료이거나,
같은 회사끼리의 통화는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Verizon: www.verizonwireless.com
T-mobile: www.t-mobile.com
At&t: www.att.com
Sprint: www.sprint.com
통신사별 통화음질에 대한 평은 case by case 이지만, 역시 메이져 통신사 (Verizon/
At&t)의 평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 유저의 경우 T-mobile 이 unlimited text/call/data 로 한달에 $50 짜리
plan 이 있지만, data 접속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Verizon 는 3G/4G
신규가입자에게는 무제한 데이터요금제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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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1) 자동차 렌트
자동차의 경우 교외에 집을 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요즘은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받기 전까지는 차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렌트한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wik and cleen (WeRentCars@aol.com) 이 가장
저렴하지만, 차의 크기가 작고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외의 렌트는 공항에서 하시거나 기타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www.orbits.com, www.travelocity.com, www.expedia.com, www.kayak.com
Costco 회원인 경우에는 Costco travel 을 통해 렌트카 업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회원으로 하는 것의 장점은 때로는 낮은 rate 와 second
driver 를 공짜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새 차 구입
새 차 구매 결정시에, 맨 먼저 본인의 용도에와 취향에 맞는 차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Edmunds.com, kbb.com 등과 같은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과 관련해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유학생들은
잔고장이 적고 중고차 가격이 높은 Toyota, Honda, 그리고 Warrant 가 10 년인
현대차를 선호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차종을 골랐으면, 그 차를 보유하고 있는 딜러쉽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격을 조사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국에서의 자동차 가격은
딜러쉽마다 몇백불에서 몇천불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많인 실적을 올림과
동시에 많은 마진을 남겨야하기에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이 가능합니다. 좋은 딜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공식 invoice 가격에 대한 조사와 근처에 여러
딜러들을 통해 가격에 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가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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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동차 가격은 invoice (공장도 가격)와 MSRP(권장소비자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격 사이에서 판매가 정해지나, 인기 있는
차종은 MSRP 가격에, 인기 없는 차동은 invoice 이하 가격에도 딜을 할 수
있습니다. (www.carsdirect.com, www.autotrader.com 등에서 확인)
그리고, 자동차를 시운전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모델이나 색상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봅니다. 세일즈맨들에게는 실적 올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여 여러가지 세일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마지막까지 딜러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딜이 끝나면, 우선 차량의 VIN number 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및 검사 등은 딜러에서 대행해 주며 등록을 마치면
집으로 정식 번호판을 우송해 줍니다.

Tip! 차를 구입할 시에는 월 말에 구입하세요 (예. 그 달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딜러). 또한, 차를 연말에 구입하면 새 모델이 나오는 시기라 전년도 모델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딜러가
지시한 가격이 마음에 안들면, 다음에 온다고 하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중고차 구입
유학생은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얻거나 할부로 차를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한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비싸지만 나름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각 자동차 본사에서 검증된 certified used car 를 사는
것입니다. 모든 기본 점검을 마치고, 약간의 워런티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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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딜러쉽의 중고차 파트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딜러들은
세금공제 등의 명목으로 값싸게 구매하여 외관을 수리한 후, 구매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팝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개인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경제적이기는 하나, 선택의
폭이 좁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차량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Facebook 빛주
나눔 그룹이나, craigslist, 로컬 신문의 classified section 을 통해 구매 가능한 차량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중고차에 대해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는다.
• 반드시 주행 테스트를 한다.
• 수리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준비한다.
구입시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 외관 보닛과 트렁크를 열고 용접한 흔적을 살핀다.
• 휠과 타이어의 부분적 마모 정도를 살핀다.
• 계기판 키를 꽂고 시동을 걸지말고 “on”까지 돌려 “engine check” 등 자기
진단 표시등을 살핀다.
• 창문, 트렁크, 문이 잘 열리는지 확인한다.
• 주행테스트 전, 후, 각종 오일이나 냉각수가 새는지 살핀다.

(4) 보험 가입
차를 결정하게 되면 모든 차량에게 주어지는 고유 번호인 VIN number 를
받게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보험회사마다의 가격정책이 틀리므로 본인의 구매 희망 내지는 구매한 차량을
가입할 경우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보험회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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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곳도 있기에 이런 부분 또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면허증이나,
Learner’s permit 보험을 들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질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Dealership 에서 차를 구매하는 경우, 딜러와 연계된 보험사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 Brown Agency: 조건에 맞춰, 가장 싸고 적합한 보험을 찾아줍니다
• Geico/ Progressive: 당일 가입이 가능합니다.
• AIG International Serviece (1-800-305-3244): membership fee 가 있으나,
한국 운전경력을 인정해줍니다
• StateFarm: 미국 최대의 자동차 보험회사

(5) 자동차 등록
새차는 딜러샵에서 보험회사에 연결, 자동차 등록까지 해줍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우선, 구입할 차양의 VIN 넘버를 받아서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자에게 차량 가격을 지불하고, 거래 내용이 기재된 매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매도자와 같이 DMV, AAA 를 갑니다. 등록세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습니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타이틀은 며칠 후 집으로
우송됩니다.
AAA 에서 하는 경우, 회원가입 (1 년에 $50)을 하면 타이틀 이전비용 ($35)을
면제해줍니다. 1 년 동안 $15 불 정도에 AAA 서비스 (타이어 펑크시 교체, 배터리
방전 시 혹은 키를 차안에 놓고 잠궜을 경우에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Inspection
펜실베니아 주는 일년에 한번씩 자동차 등록 갱신뿐 아니라 인스펙션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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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를 받는 곳에서 받아야 혹시나 발생하게 될 수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자동차 제조 dealership 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할 경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Inspection 잘 하는
곳은 한달 전쯤에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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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정보
(1) Grocery Market
▶ 한국마트
주소) 4701 5th Avenue, Pittsburgh
(near UPitt and CMU, Oakland)
Seoul Mart

전화) 412-622-7313

(서울마트)

시간) Mon-Fri 9:30am – 7:30pm / Sat 10am – 7pm
참고) 매주 목요일에 물건이 들어옴
(생갈비, 생삼겹살 구입가능)

New Young's
Oriental
Grocery Store
(영스)

주소) 5813 Forward Ave., Pittsburgh
(Squirrel Hill)
전화) 412-422-0559
시간) Mon-Sat 10:00am – 7:00pm/Sun 2:00-5:00pm
참고) 매주 수요일에 물건이 들어옴
주소) 1735 Penn Ave., Pittsburgh

New Sam Bok

(Strip District, near Downtown)

Oriental

전화) 412-261-9377

Super Market

시간) Mon-Sat 9:00am – 7:00pm

(뉴 삼복식품)

참고) 매주 목요일에 물건이 들어옴
(생갈비, 생삼겹살 구입가능)

▶ 대형 마트
주요 매장 정보)
Giant Eagle

• Shadyside Market District
위치: 5550 Centre Avenue
시간: 6 am - 12 am(Sun-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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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irrel Hill Giant Eagle
위치: 1901 Murray Avenue
영업시간: 24 시간 영업 (Sun-Sat)
• Shakespeare Street Giant Eagle
위치: 6320 Shakespeare Street
영업시간: 영업시간: 6 am - 12 am(Sun-Sat)
* Advantage 카드를 꼭!! 만들 것
(Customer Service 에서 무료로 만들어 주고,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적립급으로 주유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위치) 5631 Baum Blvd, Pittsburgh
Aldi

시간) 9am – 9pm (일요일 9am – 7pm)
참고) 유통과정을 간소화해서 비교적 싼 제품들이 많음
위치) 5880 Centre ave. Pittsburgh
전화) 412-441-7960

Whole Foods

시간) 8am – 10pm

Market

참고) 유기농 마켓
약간 비싸지만 신선한 야채 과일 등을 구입 가능
꽤 괜찮은 케잌류도 구입 가능
위치) 6343 Penn Ave, Pittsburgh
전화) 412-363-5748

Trader Joe's

시간) 9am – 9pm
참고) 유기농 마켓
Whole Foods 보다 싼 편임
위치) Robinson town, North Versille, Century III Mall,

Wal Mart

Waterworks
시간) 매장마다 각기 다름
Robinson town 과 Century III Mall : 24 시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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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형 할인 마트
식료품부터 온갖 것이 다 있음
(단, 매장에 따라 식료품코너가 없는 곳도 있음)
위치) 가까운 거리에 2 곳
East Liberty (6231 Penn ave) / Waterfront
Target

시간) 주로 8:00am – 11:00pm
참고) Target point card 를 만들면 구매금액의 5%를 적립할
수 있음 (photo ID 필요함)
위치) Pittsburgh 주변 3 곳에 위치
Waterfront Homestead / Robinson Town / Cranberry,

Costco

연회비) $55
참고) 한국 회원카드 사용 가능
결제수단 – cash, check, debit card, VISA only (그외
신용카드는 사용불가)
위치) Pittsburgh 주변 8 곳에 위치

Sam’s Club

연회비) $40
참고) 결제수단 – cash, check, debit card, DISCOVER only
(그외 신용카드는 사용불가)

▶ 기타 마트
주소) 5853 Ellsworth Ave., Pittsburgh
Tokyo Japanese

전화) 412-661-3777

Food Store

영업) Tue-Sat 10am – 7pm / Sun 10am – 5pm
참고) 도시락, 야채가 신선하고 가끔 세일하는 물품도 있음
주소) 1649 Penn Ave., Strip District

Lotus food
(Chinese)

전화) 412-281-3050
영업) Mon 9am – 6pm / Tue 8:30am – 6pm
Wed-Thu 9am – 6pm / Fri 9am – 7pm
Sat 8:30am – 6:30pm / Sun 9am – 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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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711 Penn Ave., Pittsburgh
(Strip District, near downtown)
Wholey's Fish

전화) 412-391-3737

Market

영업) Mon-Thu 8am – 5:30pm / Fri 9am – 6pm
Sat 9am – 5pm / Sun 9am – 4pm
참고) 신선한 생선 및 어패류, 고기 등 구매 가능
주소) 2300 Smallman St. (23rd & smallman st), Pittsburgh

Benkovitz
Seafoods

(Strip District, near downtown)
전화) 412-263-3016
영업) Mon-Thu 9am – 5pm / Fri 9am – 5:30pm
Sat 8am – 5pm
신선한 과일 및 야채, 고기, 방금 구운 빵 등 판매. 주로

Farmer’s Market
(비정기 시장)

5 월부터 11 월까지 열리는 마켓.
U of Pitt 근처를 비롯해서 여러 장소에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열림. 인터넷 검색하면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12-422-6523

(2) Shopping Places
▶ Walnut Street (Shadyside)
몇몇 옷가게, 화장품가게, 음식점, 가구점, 커피숍 등이 있는 작은 거리.
교회 바로 옆길이여서 교회에 오고 갈 때 간단히 쇼핑도 가능함.
가게들: Gap, J.Crew (여성의류만), Coach, White|Black, Banana Republic,
Victoria’s Secrets, Sephora (화장품/향수), L’occitane, GNC, Pottery Barn,
Kawaishop, Rite Aid (의약품과 생필품), Walnut Market (유기농 마켓) 등
▶ Waterfront in Homestead
음식점 - Bravo, TGIF, UNO, Yokoso, PF.Chang, Longhorn, Mitchell’s Fish
Market, Rock Bott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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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 Macy’s, Filene’s Basement, Target, Giant Eagle, Best Buy, Office Depot,
Radio Shack, American Eagle, Abercrombie & Fitch, Hollister, Express,
Victoria’s Secrets, Ann Taylor Loft, Gap, Aeropostale, Old Navy, DSW,
LOEW’S, T.J.Maxx, Bath&Body Works, Bed Beth and Beyond, Yankee
Candle 등.
극장 – Lowes Cineplex Waterfront Theatre
그외 – The Improv Comedy Club, Dave & Buster’s
(오락실/당구장/음식점/Bar)
▶ Downtown
할인매장 Burlington Coat Factory (6th & Smithfield st) 을 비롯하여 Brooks
Brothers, Ann Taylor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매장들이 존재함.
▶ South Side
음식점 – Cheesecake Factory 를 비롯한 음식점, 커피숍, Bar 등이 있음.
쇼핑 – Ann Taylor LOFT, Colehaan, H&M, Urban Outfitters, Nine West,
Forever21, BCBG 등.
극장 – Southside Works Cinema
▶ Robinson Town
Mall – The Mall at Robinson (100 Robinson Centre Dr., Robinson, PA 15205)
(Macy’s, JCPenny, Sears, Dick’s, and over 100 stores)
Shopping – IKEA, Walmart, Target, Best Buy, Giant Eagle, Circuit City, Costco
etc.
Restaurant – Olive Garden, Apple Bee’s, Red Lobster, Bravo, etc.
▶ Monroeville Mall
Boscov’s, Burlington Coat Factory, JCPenny, Macy’s Department Stores 외에
여러 store, 음식점, 커피숍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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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s Park Mall
Macy’s, JCPenny, Nordstrom, Sears 의 Department stores 와 Louis Vuittion,
Burberry 등의 명품 매장, Swarovoski, Tiffany 등의 쥬얼리/악세사리 매장,
Abercrombie & Fitch, Ann Taylor 등의 의류매장, Toys ‘R’ us 등의 완구매장까지
다양한 매장들이 있음.
Cheesecake Factory, California Pizza Kitchen 외의 식당들도 있음
참고) McNight Rd 상에 있는 것:
음식점 – Bravo, Tokyo Sushi Buffet, Apple Bee’s, Red Lobster, etc
기타 stores - Best Buy, Office Depot, Target etc.
▶ Galleria at Pittsburgh Mills – Frazer Township
Macy’s, JCPenny, Sears Grand, and many stores
▶ Waterworks Mall
Walmart, Old Navy, Bed Bath & Beyond, Marshalls, T.J. Maxx, Giant Eagle,
Dunham’s Sports, Barnes & Noble, Cinema, etc.
Pittsburgh 근교 OUTLET 매장들
참고)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노동절 같은 공휴일이나 계절이 바뀔 때 big sale 이
있음
▶ Prime Outlets at Grove City
Coach, Polo 를 비롯한 여러 아울렛 매장이 있음.
▶ Tanger Outlets: Prime outlet 보다는 작으나 가까움
2200 Tanger Blvd, Washington, PA 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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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eaners (세탁소/드라이 크리닝)
▶ Thrifty Cleaners
310 N. Craigc St. Pittsburgh
Tel : (412) 681-5118
▶ Lord Duncan Cleaners
5850 Forward Ave, Pittsburgh
Tel : (412) 422-7777
(참고) 다른 곳은 모르겠고, 이곳은 한국인 30% 할인 받을수 있음
▶ The Laundry Factory
5859 Ellsworth Ave
Tel: (412) 361-1200
(참고) 세탁방. 이불빨래 가능한 용량 큰 세탁기가 있음
▶ Squirrel Hill Dry Cleaning
2014 Murray Ave, Pittsburgh
Tel : (412) 421-5445
** 신발 굽 갈거나 고칠 때 : Squirrel Hill Shoe Repair (2205 Murray Ave, Pittsburh,
PA 15217 : 현금만 받음, 3~4 일 기다려야 함

(4) 서점
▶ Barnes & Noble - Waterfront/Homestead
The Stacks at the Waterfront, 100 West Bridge Street, Homestead
Tel: (412) 462-5743
▶ Barnes & Noble - Waterworks Mall
926 Freeport Road
Tel: (412) 781-2321
(5) 대중교통 이용
www.portauthority.org 에서 버스 스케쥴, maps.google.com 에서 버스 노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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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 학교 – shadyside:
a. 71A: 5th Ave – Craig – Centre - Giant Eagle 앞 – Negley
b. P3: 5Th Ave – Neville – East bus way-Gaint Eagle 근처 다리 아래
정류장c. 71C, 75: 5Th Ave- Neville – Ellsworthd. 71B, 71D, 74B: 5Th Ave 따라서 감.
다운타운- 학교 – squirrel hill: 61A,B,C
Strip District(시장): 54C
Waterfront(Target, Best buy, Lowes, Macy’s, 옷가게, costco, 극장 등): 64A
Water works mall(쇼핑몰): 74B, 71B (이 곳까지 가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버스로 갈 수 있는 walmart 있음. 버스가 일찍 끊기는 단점이 있음)
Southside (쇼핑몰, 극장, cheesecake factory 등 음식점, 옛 bar 거리.): 75, 54C
Robinson town(쇼핑몰 Macy’s, JC Penny, Sears, 등), IKEA: G2
공항: 28X (Robinson mall, IKEA) 근처를 지나가긴 하지만 몰로 들어가지 않음.
다운타운 가는 버스는 대부분 아무거나 타면 됩니다. 다운타운에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극장(Heinz Hall, Benedum Centre, Byham Theatre)이 있습니다. 500 번 타고
가다보면 앤디워홀을 비롯 박물관 몰려있는 곳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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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먹거리
한식
• Korea Garden 414 Semple St Pittsburgh (412) 681-6460
• Sushi Kim 1241 Penn Ave Pittsburgh (412) 281-9956,
• Oishii Bento 119 Oakland Ave (412) 687-3335
• Green Pepper 2020 Murray Ave (412) 422-2277
• Nakwon Garden 5504 Centre Ave (412) 904-4635
• Golden Pig 3201 Millers Run Road (412) 220-7170
• Chong’s Korean Cuisine 3207 4th Ave Beaver Falls (724) 581-4402
• Sumi’s Cakery (한국식 빵집) 2119 Murray Ave Pittsburgh (412) 422-2253
• Pittsburgh Yashik (배달)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문
https://www.facebook.com/pittsburghnightsnacks/
일식
• Chaya 2032 Murray Ave, Pittsburgh (412) 422-2082
• Yokoso Japanese Steak House
153 E Bridge St, Homestead (412) 461-8800
• Nakama Japanese steakhouse
1611 E Carson St, Pittsburgh (412) 381-6000
• Sushi too 5432 Walnut St, Pittsburgh (412) 687-8744
• Kiku japanese restaurant
225 West Station Square Drive, Pittsburgh (412) 765-3200
• Hokkaido Seafood Buffet
4536-4598 Browns Hill Rd Pittsburgh (412) 421-1422
• Benihana 2100 Greentree Rd Pittsburgh (412) 276-2100
• Sushi & Roll 301 Grant Street Pittsburgh (412) 255-0520
• Teppanyaki Kyoto 5808 Bryant Street Pittsburgh (412) 441-1610
• Umi 5849 Ellsworth Ave Pitts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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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Oriental Kitchen 4808 Baum Blvd, Pittsburgh (412) 683-3300
• Lulu’s Noodles 400 S Craig St, Pittsburgh (412) 687-7777
• Oriental Express 4609 Forbes Ave, Pittsburgh (412) 622-7232
• Rose Tea Cafe 5874 Forbes Ave, Pittsburgh (412) 421-2238
Craig Ave. (핏대와 CMU 사이) 에 지점 생김
• Plum Pan-Asian Kitchen 5996 Penn Cir S, Pittsburgh (412) 363-7586
• China Palace 5440 Walnut St, Pittsburgh (412) 687-5555
• Sesame Inn 715 Washington Rd, Pittsburgh (412) 341-2555
• P.F. Chang 148 W Bridge St, Homestead (412) 464-0640
• Everyday Noodles 5875 Forbes Ave, Pittsburgh (412) 421-6668 대만식
• Chengdu Gourmet 5840 Forward Ave, Pittsburgh (412) 521-2888
How Lee 5888 Forbes Ave, Pittsburgh (412) 422-1888
타이:
• Thai palace
o 5528 Walnut St, Pittsburgh (412) 687-8586
o 1034 Freeport Rd, Pittsburgh (412) 784-8980
o 12009 Perry Highway, Wexford (724) 935-8866
• Bancok balcony 5846 Forbes Ave, Pittsburgh (412) 521-0728
• Thai cuisine 4627 Liberty Ave, Pittsburgh (412) 688-9661
• Thai gourmet 4045 Liberty Ave, Pittsburgh (412) 681-4373
o Appetizer 의 Moo Yang 과 한국 양념치킨 맛의 General Tso’s Chicken
• Nicky’s Thai Kitchen 903 Penn Ave, Pittsburgh (412) 471-8424
• Smiling Banana Leaf 5901 Bryant St. (412) 362-3200
• Noodlehead 242 S. Highland Ave. (전화번호 없음) 퓨전 태국음식
베트남:
• Trams kitchen (베트남 쌀국수)
4050 Penn Ave, Pittsburgh (412) 682-2688
３９

피츠버그 정착 가이드
• Pho Minh 4917 Penn Ave, Pittsburgh (412) 661-7443 (현금만 받음)
• Vietnam’s Pho 1627 Penn Ave, Pittsburgh (412) 281-8881
• Pho Van 2120 Penn Ave, Pittsburgh (412) 281-7999
기타: 지역별
(Lawrenceville/ Butler 지역)
• Cure (Mediterranean) 5336 Butler St Pittsburgh

(412) 252-2595

• Piccolo Forno (이탈리안) 3801 Butler St Pittsburgh (412) 622-0011
• Smoke Barbeque Taqueria 4115 Butler St Pittsburgh (412) 224-2070
• Morcilla (스페인) 3519 Butler St Pittsburgh (412) 652-9924
• Pusadee’s Garden (퓨전) 5321 Butler St Pittsburgh (412) 781-8724
• Coca Cafe (브런치) 3811 Butler St Pittsburgh (412) 621-3171
• The Church Brew Works 3525 Liberty Ave Pittsburgh (412) 688-8200
• Taste of India 4320 Penn Ave Pittsburgh

(412) 681-7700

• Senti Restaurant 3473 Butler St Pittsburgh

(412) 586-4347

(Downtown / Market Square/ Cultural District/ Strip District 지역)
• Gaucho (아르헨티나) 1601 Penn Ave Pittsburgh (412) 709-6622
• Tako (오징어 타코) 214 6th St Pittsburgh (412) 471-8256 (예약 필수)
• Meat & Potatoes 649 Penn Ave Pittsburgh (412) 325-7007
• Butcher and the Rye 212 6th St Pittsburgh (412) 391-2752 (예약 필수)
• Original Oyster House 20 Market Sq Pittsburgh (412) 566-7925
• Nola 24 Market Sq Pittsburgh (412) 566-7925
• Pizzaiolo Primo 8 Market Sq Pittsburgh (412) 575-5858
• Grit & Grace 535 Liberty Ave Pittsburgh (412) 281-4748
• Sienna Mercato 942 Penn Ave Pittsburgh (412) 281-2810
• DeLucas (브런치) 2015 Penn Ave Pittsburgh (412) 566-2195
(Highland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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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on (레스토랑) 134 S. Highland Ave. Pittsburgh (412) 362-6001
• BRGR (버거) 5997 Penn Cir S Pittsburgh

(412) 362-2333

• Muddy Waters (Oyster) 130 S. Highland Ave Pittsburgh (412) 361-0555
• Casbah(Greek mediteranian)
229 S Highland Ave Pittsburgh

(412) 661-5656

• Tana Ethiopian Cuisine 5929 Baum Blvd Pittsburgh

빵이 맛있음
(412) 665-2770

• Pizza Perfecta 258 S.Highland Ave Pittsburgh (412) 661-9991
• Union Pig and Chicken 220 N. Highland Ave Pittsburgh (412) 363-7675
(Bryant St./ Highland park 지역)
• Applewood Smoke Burger (버거) 5721 Bryant Street (412) 522-4592
• Joseph Tambellini (이탈리안) 5701 Bryant Street (412) 665-9000
• Park Bruges 5801 Bryant Street (412) 661-3334 (홍합요리가 맛있음)
• E2 (이탈리안) 5904 Bryant Street (412) 441-1200
(Walnut St. / Ellsworth 지역)
• Soba (동양 퓨전) 5847 Ellsworth Ave, Pittsburgh (412) 362-5656
• Daphne Cafe (Mediterranean) Ellsworth Ave Pittsburgh (412) 441-1130
• Girasole restaurant (이탈리안)
733 Copeland St, Pittsburgh
o

(412) 682-2130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가 유명함

• Crepes Parisiennes 732 Filbert st, Pittsburgh (412) 683-2333 (현금만)
• Mercurio’s 5523 Walnut St Pittsburgh

(412) 621-6220

(Mt Washington / Station Square 지역)
• Monterey bay Fish Grotto
1411 Grandview Ave, Pittsburgh (412) 481-4414
o Crab cake, 생선 요리 추천 + 전망이 좋음
• Le Mont 1114 Grandview Ave, Pittsburgh (412) 43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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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고기 추천 + 전망이 좋음
• Grand Concourse 100 W Station Square Dr, Pittsburgh (412) 261-1717
• Buca Di Beppo (이탈리안) 3 W Station Sqaure Dr, Pittsburgh (412) 4719463
(South Side 지역)
• South Side BBQ Company 75 S 17th St Pittsburgh

(412) 381-4566

• Mallorca restaurant (스페인) 2228 E Carson St Pittsburgh (412) 488-1818
• Michael’s Pizza Bar

2612 Sarah St Pittsburgh (412) 381-1818

• Doce Taqueria (Taco) 1220 E Carson St Pittsburgh (412) 238-8518
• Michael’s Pizza Bar

2612 Sarah St Pittsburgh (412) 381-1818

• Cheescake factory
o 407 Cinema Dr, Pittsburgh

(412) 381-4899

o 1000 Ross Park Mall Dr # 3, Pittsburgh

(412) 358-9730

(기타 지역)
• Point brugge café (벨기에 음식점) 401 Hastings St, Pittsburgh
(412) 441-3334

브런치 먹기에 괜찮음.

홍합(mussel) 추천

• Avenue B (퓨전) 5501 Centre Ave, Pittsburgh

(412) 683-3663

• Uncle sam’s (Sub-sandwich)
o 210 Oakland Ave, Pittsburgh (412) 621-1885
o 5808 Forbes Ave, Pittsburgh (412) 521-7827
o 225 Summit Park Dr, Pittsburgh (412) 788-4782
• Five Guys 117 S Bouquet St, Pittsburgh (412) 802-7100
• Original hot dog shop 3901 Forbes Pittsburgh, PA (412) 621-7388
• Pamela’s (Cash only/ Breakfast and lunch only)
o 5527 Walnut St, Pittsburgh

(412) 683-1003

o 5813 Forbes Ave, Pittsburgh

(412) 422-9457

o 3703 Forbes Ave, Pittsburgh

(412) 683-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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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 Mex (Mexican 퓨전)
o 370 Atwood St, Pittsburgh

(412) 681-5656

o 220 S Highland Ave, Pittsburgh

(412) 345-0185

• The Porch at Schenely 221 Schenley Dr Pittsburgh (412) 687-6724
• Spicy Island (퓨전 아시안) 253 Atwood Street Pittsburgh
• Showcase Barbeque 6800 Frankstown Ave Pittsburgh

(412) 687-8821
(412) 361-7469

디저트:
• Cheescake factory
o 407 Cinema Dr, Pittsburgh (412) 381-4899
o 1000 Ross Park Mall Dr # 3, Pittsburgh (412) 358-9730
• Crazy Mocha
o 5830 Ellsworth Ave # 100, Pittsburgh (412) 441-9344
o 207 Oakland Ave, Pittsburgh (412) 621-7440
o 2809 E Carson St, Pittsburgh (412) 431-1326
o 4525 Liberty Ave, Pittsburgh (412) 681-5225
o Baum Ave 에 있는 Aldi 옆에 새로 생김
o 티라미슈 케잌, cheese cake factory 케잌 있음
• Whole food Market 5880 Centre Ave, Pittsburgh (412) 441-7960
o 케잌코너
• Prantl’s bakery 5525 Walnut St, Pittsburgh (412) 621-2092
• Klavon’s Ice Cream 2801 Penn Ave Pittsburgh (412) 434-0451
• Sweet berry yogurt 115 Meyran Ave Pittsburgh (412) 235-7623
• Melting pot 125 W Station Square Dr, Pittsburgh (412) 261-3477
• Bartram House Bakery 2612 E Carson St Pittsburgh (412) 261-3477
• Coco’s cupcake café 5811 Ellsworth Ave, Pittsburgh (412) 361-2625
• Cold stone creamery
o 5800 Forbes Avenue, Pittsburgh (412) 422-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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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35 Freeport Rd, Pittsburgh (412) 781-4710
• Rita’s Italian Ice
o 3712 5th Ave, Pittsburgh (412) 621-6423
o 5880 Forbes Ave, Pittsburgh (412)421-1941
o 2429 E Carson St, Pittsburgh (412) 381-5306
o 1175 Freeport Road, Pittsburgh (412) 784-1549
• Baskin-Robbins 31 flavors
o 5819 Forbes Ave, Pittsburgh (412) 521-3100
• Dave & Andy’s Ice cream
o 207 Atwood st, Pittsburgh (412) 681-9906
• Karmic Yogurt 731.5 Filbert St, Pittsburgh (412) 567-3959
• Oh Yeah! Ice Cream and Coffee Co. 232 S. Highland Ave, Pittsburgh (412)
253-0955
• Razzy Fresh Frozen Yogurt, 1717 Murray Ave. Pittsburgh (412) 521-3145.
Wing:
• Fathead 1805 E Carson St, Pittsburgh (412) 431-7433. 월요일에 쌈
• Buffalo wild wing
o 480 Home Dr, Pittsburgh, PA (412) 788-9464
o 3450 William Penn Hwy, Pittsburgh PA (412) 829-2444
o 화요일 wind day: 개당 45 센트, Asian Zing 강추)
• Pizza Palermo 5440 Centre Ave Pittsburgh (412) 578-9888
• Chick’n & Bubbly 117 Oakland Ave Pittsburgh, PA (412) 863-7741
(한국식 치킨 윙: 간장/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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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가
(1) Park (www.dcnr.state.pa.us)
Point State Park: 독립 기념일 (7 월 4 일) 에 불꽃놀이 및 공연
Frick Art and Historical Center / Frick Park
7227 Reynolds Street. www.frickart.org
Schenley Park: 101 Panther Hollow Rd. CMU 캠퍼스와 인접해있음. (여름동안
수요 저녁에 영화 상영)
North Park: 810 W Ingomar Rd. ($25 을 내고 shelter 를 빌릴 수 있습니다.)
Morainestate Park Rout 422, Butler
Presque Isle State Park: 301 Peninsular Dr, Erie 여러 개의 beach 와 하이킹
코스

(2) Museum
Carnegie Museum: 4400 Forbes Ave. www.carnegiemuseums.org
Family Combined Membership $115 ($105), Museums $75
The Pittsburgh Children's Museum:
10 Children’s way www.Pittsburghkids.org
National Aviary (국립 새박물관, birds): www.aviary.org
Heinz History Center 1212 Smallman St Pittsburgh,
http://www.heinzhistorycenter.org/
The Andy Warhol Museum: 117 Sandusky St. Pittsburgh, PA 15212
www.warhol.org
*CMU/Pitt ID 가 있으면 Carnegie Museum, Andy Warhol Museum 무료
(Pitt 은 9 월부터 다음해 4 월까지 무료)
Mattress Factory Museum 500 Sampsonia Way, Pittsburgh
www.matt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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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usement Park
Kennywood Park (Amusement Park, 놀이동산)
4800 Kennywood Blvd. www.kennywood.net
Sand castle (워터파크): 1000 Sandcastle Dr. West Homestead, PA 15120
www.sandcastlewaterpark.com
Idlewild & Soak Zone: 2582 Route 30, Ligonier
Splash Lagoon Indoor Water Park: 8091 Peach st, Erie
www.splashlagoon.com
Cedar Point cedar Point, Sandusky, OH
Hersheypark 100 Hershey Park Dr, Hershey www.hersheypark.com

(4) ETC
Mt. Washington 피츠버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GPS 에서 위치를 찾아가기
어려울 때는 1411 Grandview Ave, Pittsburgh(Mt.washington 에 위치한 음식점)
이용.
Inclines: 1220 Grandview ave 에서 탑승 혹은 Station square 옆에서 탑승 가능
$1.75 full cach fare each way, $.85 Child(age 6-11), Pitt, CMU 학생증 보여주면
무료.
Station Square: 125 w statiosn Square Dr, Pittsburgh
Mt. Washington 아래에 위치. 음식점들과 야외 분수대, ducky tour 등을 즐길 수
있다. www.stationsquare.com
Carnegie Science Center & UPMC SportsWorks:
주소: 1 Allegheny Ave. Pittsburgh, PA 15212 (412)-237-3400
www.CarnegieScienceCentre.org
Family Membership $130
Benedum Center: 7th Street & Penn Ave. Pittsburgh, PA 15203(412)-456-6666
음악 뮤지컬등 공연. www.pghar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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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z Hall: 600 Penn Ave. Pittsburgh, PA 15222(412)-392-4900
Pittsburgh Symphony Ochestra 등 공연. www.pittsburghsymphony.org
Carnegie Public Library: www.clpgh.org
Hour: Mon-Wed 10-8 / Tue-Sat 10-6 / Sun Closed
# 책이나 CD 를 빌리려면 가서 회원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소를 증명해주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지서나
수표에도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지만 인정이 되지 않음)
• Main (Oakland): 4400 Forbes Avenue, Pittsburgh, PA 15213
o phone: (412) 622-3114
o Mon - Thu: 10 AM - 8 PM / Fri, Sat: 9 AM - 5:30 PM / Sun: 12 - 5 PM
• Squirrel Hill: 5801 Forbes Avenue, Pittsburgh, PA 15217
o phone: (412) 422-9650
o Mon - Wed: 10 AM - 7 PM / Thurs - Sat: 10 AM - 5 PM / Sun: 1 - 5 PM
Phipps Conservatory (식물원): 1 Schenley Park
www.phipps.conservatory.org - CMU, Pitt 학생증 무료관람
*CMU/Pitt ID 가 있으면 무료 (Pitt 은 9 월부터 다음해 4 월까지 무료)
Duquesne or Monongahela Inclines/ Mt.Washington
1220 Grandview Ave.
www.incline.cc/ www.ridegold.com
PNC Park 야구경기장
Heinz Field 미식축구경기장
Hartwood celerbration night 200 Hartwood Acres

(11 월 중순~1 월초.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름답다. Sunday~Thursday: 6pm~10pm/Friday &
Saturday: 6pm~11Pm. 입장료: suggested donation
Oglebay Park, Ogleby Park, Wheeling, WV (304) 242-0665
www.oglebay-resort.com 11 월부터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름답다.
Ohiopyle State Park 171 dinnerbell Rd, Butler 여름에 rafting 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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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ing Water 1491 Mill Run Rs, Mill Run (724) 329-1441 ohiopyle state park
근처. www.fallingwater.org Frank Lloyd Wright 가 설계한 주택.
Mill Run www.paconserve.com
Seven Springs: Ski Resort, 1 시간 30 분 거리, www.7spring.com
Niagara Falls: I- 79 North, 3 시간 - 4 시간 정도 거리
* 캐나다 국경으로 빠지는 길과 나이아가라 입구 길을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
(캐나다 국경으로 빠지면 심사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함)
Pittsburgh Zoo & PPG Aquarium: 7340 Butler Street Pittsburgh, PA 15206,
412-661-7001 / www.pittsburghzoo.com Family Membership: $75
Nationality Clsaarooms at the Cathedral of Learning: U of pitt 건물중 가장
높은 건물. 1 층과 2 층에 나라별 특성으로 꾸며진 방들이 있다.
PPG Place

ppg pl, Pittsburgh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ice skating 즐김.

Pittsburgh Light Up Night: 11 월 중순~ 말경. 크리스마스 장식 시작하는 축제.
Reilly’s Summer Seat Farm & Garden Center 1120 Roosvelt Road, Pittsburgh
www. Reillyssummerseatfarm.com 6 월: strawberrt picking, 8 월 Black
Raspberries picking
Simons Farm www.simonsfarm.com 8 월 apple picking, peachpicking
Bowling: Froward Lanes 5844Forward ave, Pittsburgh (412) 422-5844
Funfest 2525 Freeport Rd, Pittsburgh (412) 82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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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육 & 교육
(1)사립학교
1) The Ellis School: K-12, 여학교
Web: http://www.theellisschool.org
Address: 6425 5th Ave. Pittsburgh, PA 15206 ☎ (412) 661-5992
2) Falk Laboratory School: K-8, Pitt 대 부속 학교
Web: http://falk-school.org
Address: 4060 Allequippa Street. Pittsburgh PA ☎ (412) 624-8020
3) Shady Side Academy: K-12, Fox Chapel
Web: http://www.shadysideacademy.org
Address: 423 Fox Chapel Rd, Pittsburgh, PA 15238 ☎ (412) 968-3000
4) Winchester Thurston School: K-12, Shadyside
Web: http://www.winchesterthurston.org
Address: 555 Morewood Ave. Pittsburgh, PA 15213 ☎ (412) 578-7518
5) St. Edmund's Academy: Pre-Kinder-8th grade.
Web: http://www.stedmunds.net
Address: 5705 Darlington Rd. Pittsburgh, PA 15217 ☎ (412) 521-1907
6) Sacred Heart Elementary School: Catholic School
Web: http://www.shes-pgh.org
325 Emerson St. Pittsburgh, PA 15206 ☎ (412) 441-1582
** 위에 있는 CMU, Pitt Child Care Center 등에도 유치원 과정이 있음.

(2) 공립학교(CMU, Pitt 주변)
여기 계시는 한인분들은 자녀들이 취학할 나이가 되면 학군이 좋은 피츠버그
북쪽지역인 North Allegheny, Fox Chapel, Avonwrth School district 지역으로
많이 이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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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berty Elementary School: Half Day/Full Day (9:00 - 3:20)
Address: 601 Filbert St. Pittsburgh, PA 15232 ☎ (412) 622-8450
2) Colfax Elementary School: Full Day (Spanish), ESL
Address: 2332 Beechwood Blvd. Pittsburgh, PA 15217 ☎ (412) 422-3525
3) Dilworth Elementary School: Full day, Magnet (Spanish), FDK
Address: 6200 Stanton Ave., Pittsburgh, PA 15206 ☎ (412) 665-5000
4) Greenfield Elementary School: Standard School, ESL
Address: 1 Alger St. Pittsburgh, PA 15207 ☎ (412) 422-3535
5) Linden Elementary School: Whole-school Magnet (German), FDK
Address: 725 S. Linden Ave. Pittsburgh, PA 15208 ☎ (412) 665-3996
6) Minadeo Elementary School: Full day, ESL
Address: 6502 Lilac St. Pittsburgh, PA 15217 ☎ (412)422-3520

(3) Day care (children care), Preschool, Kindergarten
1) Shadyside Presbyterian Church Nursery School
Web: http://www.shadysidepres.org
Address: 5121 Westminster Pl. Pittsburgh, PA 15232 ☎ (412) 681-6311
2) The Children's School
Web: http://www.psy.cmu.edu/childrensschool
Address: The Children's School, MMC 17, Pittsburgh, PA 15213 ☎ (412) 268-2199
3) Margaret Shadick Cyert Center for Early Education
Web: http://www.cmu.edu/cyert-center
Address: 1060 Morewood Avenue, Pittsburgh, PA 15213 ☎ (412) 268-2149
4) The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University of Pittsburgh
Web: http://www.hr.pitt.edu/ucdc/
Address: 635 Clyde Street, Pittsburgh, PA ☎ (412) 383-2100
5) Carlow Early Lear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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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http://www.carlow.edu/about-carlow/early-learn/index.html
Address: 3333 Fifth Ave. Pittsburgh, PA 15213 ☎ (412)578-6314

(4) 아이들을 위한 Activities: Places for Activities (for ages 2-5)
1) Center for Creative Play: Web: http://www.cfcp.org
Address: 1400 S Braddock Ave. Pittsburgh, PA 15218 ☎ (412) 371-1668
2) Gymboree Play & Music Center
Web: http://www.gymboreeclasses.com
** 참고! Child care (under 3), Pre-school (3,4 살), K-12 (Kindergarten 에서
12 학년 (고 3)까지)

(5) 성인 영어 교육
1) University of Pittsburgh,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Web: http://www.eli.pitt.edu
* Pitt 에 소속된 임플로이 배우자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수강 가능.
2) Community College of Allegheny County (CCAC): ESL
Web: http://www.ccac.edu
3) Allegheny Center for English As Second Language
Address: 1401 Forbes Ave., Rm.225, Pittsburgh
Cost: $15 (Registration Fee), No Cost for Class
Day Time Class and Evening Class available
4) Duquesne University: ESL
Web: http://www.liberalarts.duq.edu/gradesl/
5) Greater Pittsburgh Literacy Council (GPLC)
Web: http://www.gplc.org/
Address: 100 Sheridan Square, Pitts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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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No
6) Bellefield Church Class
Web: http://www.bellefield.org
Address: 4001 5th Ave. Pittsburgh, PA 15213 ☎ (412) 687-3222
Cost: No Cost for Classes.
다른 요일엔 Quilting, Cooking Classes 등의 다양한 Program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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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보험 및 병원정보1
(1)기본 정보
a. 개인 의사의 practice 가 전문의, 비전문의로 분명히 있어서 질병이나 증상에
따라 그에 합당한 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불분명 하거나 일반적인
증상은 family practice 나 내과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을 할 때 PCP
(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를 묻는데 병원에 간 적이 없어서 PCP 가
없을때는 PCP 가 없다고 하면 배정해 줍니다. 보험이 HMO 인 경우 먼저
PCP 를 만나야 보험적용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나 검진을 위해 갈 수있는 병원
UPMC Shadyside Family Health Center:
• 5215 Centre Avenue, Pittsburgh (412-623-2287)
• Urgent needs after hours, 421-623-1183
• Care for the entire family including sick- and well-child visits, women’s
health care, total adult health care, and care for older adults. sports
medicine and treatment of minor injuries, including fractures.
treatment of minor skin problems, including minor skin surgery and
stitches, laboratory services, radiology services.
UPMC general internal medicine (UPMC montefiore 9 층)
http://www.upmc.com/Services/internalmedicine/Pages/default.aspx
• diagnostic services and treatments and preventive health service, blood
and other office laboratory tests, immunizations
• UPMC Montefiore 3459 Fifth Ave, pittsburgh, PA 15261, 412-6472345

1

피츠버그 한인 연합 장로 교회 자료를(2005) 를 바탕으로 편집,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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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rgent care clinic: 위급하지 않은 정도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예약없이
urgent care 로 갈 수 있습니다.
UPMC

urgent

care:

http://www.upmc.com/HospitalsFacilities/urgent-

care/Pages/upmc-urgent-care.aspx
▪ 9 am – 9 pm
▪ immediate care for illnesses and injuries such as colds, flu, rashes,
stitches, and fractures. infections, asthma, allergies, flu shots. physicals
▪ Shadyside: 5231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412-623-4114
▪ Robinson: 6500 Steubenville Pike, Robinson Court,Pittsburgh, PA
15205, 412-788-1002
MedExpress urgent care: medexpress.com (여러 곳에 office 가 있음)
▪ 9 am – 9 pm
▪ 5201 Baum Blvd. Pittsburgh, PA 15224, (412) 687-3627
c. Emergency: 위급하거나 병원이 열지 않은 시간에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종합병원의 emergency 로 가면됩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911 로 전화를
해야합니다.
d. Pitt 이나 CUM 학생의 경우에 학교에 student health services 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udent health service (Pitt) http://www.studhlth.pitt.edu/index.html
• Medical Arts Building, Suite 500, 3708 Fifth Avenue, Pittsburgh, PA
15213, (412) 383-1800
• 학기 마다 fee 를 내야 함 ($85/term, $170/school yr, full-time 학생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udent Health Services (CMU),
http://www.studentaffairs.cmu.edu/healthservices/
• Carnegie Mellon, 1060 Morewood Ave, Pittsburgh, PA 15213,
(Morewood Gardens E Tower, First Floor, Rm 144 -- entrance faces
Forbes Avenue), 412-268-2157(Choose op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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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진통제, 감기약, 제산제등 의사 처방 없이 필요 없는 약들(OTC: Over the
Counter)은 Pharmacy 나 Grocery Store 에서 살 수 있습니다. (Rite aid, CVS
pharmacy, Giant eagle, Walmart 등)
f. 아기들의 예방접종은 인근 소아과 의사, 병원, 혹은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 of UPMC,
http://www.chp.edu/CHP/Home
• One Children's Hospital Drive, 4401 Penn Ave. Pittsburgh, PA 15224,
412-692-5325
Children's Community Pediatrics,
http://www.cc-peds.net/main/index.shtm
• For a list of pediatricians in your neighborhood,
http://www.cc-peds.net/main/index.shtm
g. 독감 예방주사는 family practice, 내과 혹은 병원에서 해마다 9 월말부터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각 병원이나 학교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방주사 접종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2) Health Insurance
미국에 오래 있을 사람들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의료 수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과 보험사간 계약한 진료비가 보험
없는 개인이 병원을 상대할 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액이 아닌 총
진료비를 고려 할 때에도 보험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보험은 각 학교에 있는
Group Plan 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Health Center
또는 Web Page 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있던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통한 단체
보험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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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은 반드시 maternity care 가 포함되는 보험을 구입해야합니다. 임신
이후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 대표적인 의료보험 회사
Blue Cross & Blue Shield
Highmark
Select Blue (HMO)
Aetna U,S Healthcare (HMO)
Health America (HMO)
용어
coinsurance: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Coinsurance 가 30%이면 환자가 진료비의
30%을 내고 보험에서 70%를 부담합니다.
copayment: 병원에 갈 때 마다 기본적으로 내는 비용. copayment 가 $5 라면
추가적인 진료나 검진비용과 별도로 기본적으로 당일 병원에서 $5 를 냅니다.
Copayment 는 PCP, specialist, ER 등 종류 따라 다릅니다. 보험 카드에
적혀있습니다.
deductible: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의 초과액을 보험에서
부담합니다. deductible 이 $1000 이라고 하면 $1000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고, $1000 이상이 나왔을 때 $1000 의 초과 비용에 한해
보험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Deductible 이 적을 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out-of-pocket maximum: 1 년에 환자가 부담하는 최대 비용. 1 년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 액은 보험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lan: PCP(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를 정하고, 진료가 필요할 때는 먼저 PCP 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PCP 통해서 만나야 보험에서 제대로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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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plan: PCP 를 통하지 않고 in-network 의
의사를 직접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MO 보다 PPO 가
보험료가 비쌉니다.

(3) Dental Insurance
치과 보험은 의료보험과 별도로 구입애햐 합니다. (Pitt 의 경우 학생은 월 $10-20
정도 비용으로 치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보험이 있을 경우 1 년에 2 번
cleaning (스케일링) / 검진이 무료입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에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비용부담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보험이 없을 경우.. UPMC 학생이 하는 곳으로 가는 방법
UPMC student doctor care
http://www.dental.pitt.edu/patients/emerg_care.php
Salk Hall, 3501 Terrace Street, Pittsburgh, PA 15261
1. Dental emergency 로 바로 가는 방법
a.

UPMC dental school 건물 1 층에서 emergency care

등록: 아침

8 시에서 10 시 사이
b.

당일 $45 내야함

c.

당일 만난 student doctor 와 그 다음 약속 잡고 계속 치료

d.

다음 약속 때 financial counseler 만나서 견적 냄

2. 예약 후 가는 방법
a.

412-648-8773 로 연락해서 예약 후 student doctor 만남

b.

첫 만남 만때 financial counseler 만나서 견적 냄

3. Payment plan
a.

크라운,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전 50% 다운 페이를 하고 영수증
가져가야 치료 시작 할 수 있음

b.

나머지 비용은 매달 이자 없이 $50 씩 지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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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례
a.

어금니가 부러져서 emergency 를 통해 student doctor 만남

b.

Emergency 치료 받고 한 주 후 약속 잡음

c.

엑스레이 찍고, 신경치료는 안 하고 크라운 씌우기로 함

d.

총 걸린 시간은 거의 6 개월(한 달에 한 번정도 만남)

e.

총 비용: emergency + 크라운과 기타 등등 해서 $800 정도

(4) Vision care insurance
안경, contact lens 구입, 시력 검사와 몇몇 안과 검사 등과 관련된 보험입니다. 안과
의사를 만나야하는 안과 질환은 vision care 와 관계가 없고 health insurance 와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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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용한 사이트
1) www.kccp.org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소식 및 생활정보
2) https://www.facebook.com/groups/135120509893906/
- 피츠버그 한인 생활 정보 및 무빙 세일, 나눔 등의 정보
3) https://www.facebook.com/groups/pittkoreangrad/
- 피츠버그 대학 한인 대학원생 커뮤니티
4) https://www.facebook.com/groups/KSAPitt/
- 피츠버그 대학 한인 학생회 커뮤니티
5) https://www.facebook.com/groups/276695322180/
- CMU 한인 학생회 커뮤니티
6) https://www.facebook.com/groups/1606934312900644/
- CMU 한인 커뮤니티
7) www.dot4.state.pa.us
- 운전면호 실기 시험 신청
4) www.cityofpittsburgh.net
- 피츠버그 관광정보
5) www.pittsburgh.com
- Pittsburgh 정보, 날씨
6) www.pittsburgh.net
- Pittsburgh 에서 행해지는 이벤트 정보
7) www.missyusa.com
- 미국에 거주하는 아줌마들의 모임 & 요리, 패션, 여행 정보
8) www.smartpages.com
- Pittsburgh 내 yellow pages(전화번호/주소 검색)
9) www.post-Gazette.com
- Pittsburgh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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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ww.pittsburghsymphony.org
- Pittsyburgh Symphony 홈페이지
11) http://yp.yahoo.com/
- Yahoo Yellow Pages (전화번호부)
12) Pittsburgh
Cultural event: www.pgharts.org
Parks and recreation: www.city.pittsburgh.pa.us/parks/
Pittsburgh council for international visitors: www.pciv.org ; 412-392-4513
Pittsburgh links; www.city.pittsburgh.pa.us/main/html/pittsburgh_links.html
Three rivers free-net: http://trfn.clpgh.org ; 각종 사회단체로의 링크
University of Pittsburgh cultural events: www.pitt.edu/~pittarts; 피츠버그대
예술관련 공연 전시 소개 및 티켓판매
Visitor’s information: www.visitpittsburgh.com; 피츠버그 관광 안내 홈페이지.
모든것.
16) Other Useful Web Site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http://uscis.gov/graphics/index.htm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SEVIS):
www.ice.gov/sevis/index.htm
J exchange visitor program:
http://exchanges.state.gov/education/jexchange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www.irs.gov
New 2 USA(Issues facing foreign visitors): www.New2USA.com
CultureGrams: www.culturegrams.com ; 각국의 문화에 대해서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Craig’s List: http://Pittsburgh.craigslist.org ; 렌트, 중고 판매 등 정보들이
뜨는 사이트
Google map: http://maps.google.com
６０

교역자 안내
담임목사 Senior Pastor
김현철 목사/Rev. Giacomo Hyun Kim
kccp.giacomokim@gmail.com
부목사(associate Pastor) 대학부/청년부 담당
이강훈 목사/Rev. Kanghoon Lee
leeroy8480@gmail.com
부목사(associate Pastor) 영어부 담당
Rev. Daniel Kim
dpk777@gmail.com
중고등부 담담전도사 Youth Ministry Director
김호 (Paul Kim) 전도사님
hk85m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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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 주일 1 부 예배: 주일 오전 9 시
• 주일 2 부 예배: 주일 오전 11 시
• 유년주일학교(영아부/유아부/유년부): 주일 오전 10 시 30 분
• 중-고등부 (Youth) 예배: 주일 오전 10 시 30 분
•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 시 00 분
• 대학부청년부 예배: 토요일 오후 6 시
• 새벽 기도회: 월~금 오전 6 시 / 토요일 오전 7 시
•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오전 9 시 30 분
• 한글 학교: 토요일 오후 12 시 30 분 (학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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