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fice of Semester Conversion 
25800 Carlos Bee Boulevard, LI3167 
Hayward, California 94542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Channel Islands    Chico    Dominguez Hills    East Bay    Fresno    Fullerton     Humboldt    Long Beach    Los Angeles    Maritime Academy 
Monterey Bay    Northridge    Pomona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Francisco    San José    San Luis Obispo    San Marcos    Sonoma    Stanislaus 

 
두 학기제 변경위원회가 학생에게 하는 서약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스트베이 대학에서는 2018년 가을부터 그 동안 시행해 온 세 쿼터제에서 두 
학기제로 바뀌게 되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학생들에게 서약합니다. 

 

1.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제때에 졸업하도록 각 학생의학생 진도 지도계획서를 함께 짜도록 한다 

2.    학생 진로 지도센터와 학과에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3.    학기 전환을 할 때, 학생 연 회비는 세 쿼터제로 내는 것과 두 학기제로 내는 것이 동일하게 

한 다. 

4.    두 학기로 전환 하는 것이 학생들의 재정지원 서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일 

재정지원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연방 재정지원 오피스에서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 해 준다. 

5.    학생이 학교에서 세 쿼터제에서의 학점은 두 학기제로 전환해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두 

학기에 맞게 전환하여서 계산을 하게 된다. Quarter/Semester Unit Conversion. 

6.    두 학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스트베이의 학교프로그램은 질적인 

면에 서 그대로 유지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스트베이 대학의 학생들은 두학기 전환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따 라야한다. 

1.    전공을 결정하기전에 90 학점을 마쳐야하며 졸업까지 그전공으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2016년 가을과 2018 봄 학기 사이에, 학생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해 지도교수와 학생 

진도 지도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학기제로 전환할 때에 어떤 과목을 더 들어야하는지를 

정해야한다. 

3.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지도교수와 정규적으로 만나야한다. 

4.    학생 진도 지도계획서에 나온 시간표대로 따른다. 

5.    학생 진도 지도계획서에 나온 각 과목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한다. 

6.    학점 이수 목록에 나온 졸업에 필요한 것을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학생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졸업이 지연될수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며 조정이 될수있다. 

**두 학기제와 세 학기제가 차이가 있음을 학생들은 잘 인지해야 하며,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교양과목 지도교수와 전공과목 지도교수를 처음 학교 등록할 때부터 학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만 

나며 진행해야 한다. 
 

두 학기제 변경 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동의합니다.  2/20/15 

 

Translation	by	Dr.	Maria	C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
 

http://www.sci.csueastbay.edu/~mwatnik/converter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