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과정 입학 필수요건*
•	 TOEFL	(토플)	점수	61(ibt)	또는	IELTS	점수	6.0

•	 다음의	요건도	필수입니다.

신입생	(1학년)

12년간의	초,중,고등	교육	과정	이수–	학점	평균	3.0	또는	B	학점	이상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명서류	필요)

편입생

최소	학점	평균	2.0	혹은	C	학점이상

60	학점	(학기제)	이상	본교	인정	학점을	취득한	편입생일	경우	전적대학에서의	
영어	작문,	스피치,	논리및	사고,	대학	일반수학등의	일반	교양	과목수료가	
필수입니다.

조건부	입학은	본교	입학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어학	요건	미달인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부	입학생에게는	조건부	입학	허가서가	발급되며	본교의	
어학과정(Global	Academy)에	등록하여	어학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영어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석사과정 입학 필수요건*
•	 TOEFL	(토플)	점수80	(ibt)	혹은	IELTS	점수	6.5

•	 미국내	4년제	대학	학사학위와	등등한	국외	대학	학위	(평균학점	2.5	혹은	이상)	
(3년제	학위	허용	여부는	국제	입학처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	 본교	개별	학과에서	수립한	기타	석사과정	입학	기준과	필수	요건을	충족

*	입학	필수요건은	교칙과	학과별	기준에	의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학위 프로그램
아래의	비	학위	프로그램에	관한	입학요건과	입학	신청양식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세요:	www.csueastbay.edu/globalacademy

•	 집중	어학	프로그램		 			 	 	•					조건부	입학
•	 경영분석학	준비과정									 	 	•					방문학생	프로그램
•	 국제경영	과정	(+	OPT)

더	자세한	내용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세요:	globalacademy@csueastba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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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학 

입학처 (연락처)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International	Admissions	Office
25800	Carlos	Bee	Blvd.,	SF-102
Hayward,	CA	94542
전화:	(510)	885-7571;	팩스:	(510)	885-2325
이메일:			iao@csueastbay.edu
웹사이트:	www.csueastbay.edu/IAO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은	여러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탁월한	
교수법,	소규모	수업과	개인별	학습	기회	제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본교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내	
기숙사를	비롯	다양한	전문직을	보유한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가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의	문화,	기술	및	교육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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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캘리포리나 이스트베이 
설립연도:		 	 	 			 					
총	재적	학생	수:		
유학생	수:							
유학생	대표	국가	수:							
학위	프로그램:																학사과정:			49					석사과정:
교수별	학생	수:		 		 					학사과정:	28:1					석사과정:				
	 										

수상 경력 및 인지도 
•	2022	프린스튼	리뷰	–	서부지역	우수	대학

•	2022	프린스튼	리뷰	–우수	비즈니스	학위과정

•	2021	미국내	및	세계리포트	“우수	대학”	대학	랭킹	(서부	
지역내	다민족,	다인종		4위	대학			선정)

•	2021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	가치	대학	108위

•	CNBC	2020년	최고	가치	공립	대학	(25위)

•	2021	CEO	지	선정	북미	MBA프로그램	및	국제	경영자	과정	1
군	대학 @csuebCIE  @csueb_international @+1 (510) 800-2342



학기 가을 봄
개강일 8	월	중순							 1	월	중순
종강일 12	월	중순			 5	월	중순
신청기간 10	월	1	일	~	

5	월	1	일
8	월	1	일	~	
10	월	1	일

 

학부 과정*
•	문화인류학	B.A.
•	미술학	B.A.,	B.F.A.
•	생화학	B.A.,	B.S.
•	생물학	B.A.,	B.S.
•	경영학	B.S.
•	화학	B.A.,	B.S.
•	토목	공학	B.S.
•	커뮤니케이션학	B.A.
•	컴퓨터	공학	B.S.
•	컴퓨터과학	B.S.
•	건설경영학	B.S.
•	형법관리학	B.S.
•	경제학	B.S.
•	영어영문학	B.A.
•	환경공학	B.S.
•	환경학	B.A.
•	소수민족학	B.A.
•	불어학	B.A.
•	지리학	B.S.
•	지질학	B.A,,	B.S.
•	글로벌학	B.A.
•	건강보건학	B.S.
•	역사학B.A.
•	기계공학	B.S.
•	학과간	협동과정	B.A.,	B.S.
•	인체운동학	B.S.
•	일반인문학	B.A.
•	수학	B.S.
•	음악학	B.A.
•	간호학	B.S.
•	철학	B.A.
•	물리학	B.S.
•	정치학	B.A.
•	심리학	B.A.,	B.S.
•	공중	위생,	B.S.
•	사회학	B.A.
•	스페인어학	B.A.
•	언어병리	및	청력학	B.S.
•	통계학	B.S.
•	연극학	B.A.

석사과정*
•	회계학	M.S.
•	생물학	M.S.
•	생물통계학	M.S.
•	경영학,	M.B.A.
•	경영분석학,	M.S.
•	화학	M.S.
•	커뮤니케이션학	M.A.
•	컴퓨터학	M.S.
•	건설관리학	M.S.
•	상담학	M.S.
•	유아	교육	M.S.
•	교육	리더십,	M.S.
•	사회정의	교육	리더십	(교육학		박사)	
Ed.D.

•	교육	공학	M.S.
•	공학경영학	M.S.	
•	환경	지구과학	M.S.
•	역사학	M.A.
•	인터랙션	디자인	&	인터랙티브	아트	M.A.
•	인체운동학	M.S.
•	해양과학	M.S.
•	수학	M.S.
•	사회사업학	M.S.W.
•	특수교육학	M.S.
•	언어병리	및	청력학	M.S.
•	통계학	M.S.

*위의 학위 프로그램은 매 학기마다 다를 수있습니다.  
개별 학위 과정의 인원제한도있습니다.

비학위/ 수료 과정 
•	국제경영
•	보건	관리학	준비과정	

1. www.calstate.edu/apply	에서	신청하세요.	

•	 입학	신청비	$70를	지불하세요	(반환	불가)

2.	아래에	기재된	서류들을	제출하세요.**

•		공식	학적부	(성적증명서,	졸업장	및	수료증)	한국어	
원본	1부와		영문	1부			

•	 공식	시험	성적	(필요시)
•		CSUEB	TOEFL	&	GRE	테스트	센터	코드	=4011	
•		CSUEB	GMAT	테스트	센터	코드	=	TCV-K9-41

•		기타	제출	서류	-	석사학위	지원시	필요	여부	확인	
필수	(해당	학과	및	프로그램에	직접	문의	바람)

3.		입학	허가	후,	F-1	학생은	재정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해당		학위	과정	및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총액	기재	
확인	필수)

학위과정 입학신청 방법

학사 일정

INTERNATIONAL ADMISSIONS

참고: 위 일정은 일반 정규 입학과정시 
유효하며 일부 석사과정은 마감일자가 
이르거나 가을 학기 입학만 허용함. 

학사 일정 & 국제 입학 신청 기간 
(일년중	2	학기	등록시	예상	비용)

학부과정
학비및	기타	관련비용	(24	학점)																												$16,499
건강	보험	 	$2,115
생활	비용	 		 	$19,000
합계	 		 		 		 	$37,614

석사과정
학비및	기타		관련비용	(18학점)																													$15,557
건강	보험	 	$2,115
생활	비용	 		 	$19,000
합계	 		 		 		 	$36,672
석사 경영자 과정
학비및	기타	관련비용(18학점)																									$20,417
건강	보험	 	$2,115
생활	비용	 		 	$19,000
합계	 		 		 		 	$41,532
학비와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csueastbay.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