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Irvine Meets All Your
Needs at
Summer Session !
UCI Summer Session
한국 등록 사무소
Atlas International
www.summersession.kr

UC Irvine 여름 계절학기

UC Irvine
설립연도

1965년

운영형태

주립종합대학

학생수

학부
대학원
계

외국학생
Campus위치

14,000 명
3,500 명
17,500 명
920 명
LA 남쪽 60Km

UC Irvine 여름 계절학기
UCI 여름 계절학기 장점
- 2004년 화학분야의 Irwin Rose 등 3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 미국 대학교수 대상 학교순위 평가에서 17위 차지
- 미국 서부의 신흥 명문대학교의 저명한 교수진 강의
- 미국 및 세계 각국에서 온 대학생들과의 여름학기 수강 및 교류
- 풍요로운 자연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캠퍼스
- 편안하고 우수한 시설이 갖추어진 기숙사 생활
- LA에서 샌디에고로 이어진 남 캘리포니아의 중심 도시
- 전원, 비치, 리조트 비즈니스, IT, 의료 등이 어우러진 첨단 도시
- 여름 평균 기온이 26.5C로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기후

UC Irvine 여름 계절학기
2012년 학 기 일 정
Summer Session I

구분
등록 시작일

10주

3월 1일 (목) – 4월 25일

Summer Session II
3월 1일 (목) –6월 27일

기숙사 입실일
(10 am- 4 pm)

6월 23일 (토)

6월 23일 (토)

8월 04일 (토)

개강일

6월 25일 (월)

6월 25일 (월)

8월 6일 (월)

종강일

8월 01일 (수)

8월 31일 (수)

9월 12일 (수)

기숙사 퇴실일
(8 am - 10 am)

8월 02일 (목)

9월 01일 (목)

9월 13일 (목)

참 가 자 격
영어 : TOEFL 79(IBT), 550(PBT), IELTS 6.5, TOEIC 760

UC Irvine 여름 계절학기
개 설 과 목
**2012년 UCI 여름 계절학기에 개설된 과목 리스트

http://summer.uci.edu/catalog/
-Full Time : 2과목 (6주 – 6 Units 이상/ 10주 – 12Units 이상) 이상 수강
- 학생 비자로 참가
-Part Time : 1과목 수강
- 관광비자로 참가

프로그램 선택
- Summer Session : Undergraduate Academic Only Program
- Summer Combo Program : 1 ESL Course + 1 Undergraduate Academic Course

UC Irvine 여름 계절학기
숙 소 ( 교 내 기 숙 사 ; Arroyo Vista )

- 캠퍼스 동쪽에 위치
- 2인 1실
- 주요 부엌 시설 완비
- 무료 인터넷
- 농구코트, 배구코트
- TV 가 있는 넓은 거실, Study Room, 세탁시설
- Community Center : 당구대, 탁구대, 컴퓨터 실, 케이블 TV 설치
- 기숙사 주변 : Anteater Recreation Center, 야채가게, 레스토랑, 우체국,
스타벅스, 은행, 비디오가게 등

UC Irvine 여름 계절학기
예 상 비 용 (2012년)
구

분

내

용

금

액 (U$)

- 국제학생 신청비

International Student Fee + Application Fee
(non-refundable)

650

- 등록비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250

- 특급 우편료

I-20 Express Mail Fee

- 학비

8학점 신청 시 (학점당 비용 : U$ 339)

- 보험료

6 주 (10 주)

- 기숙사 신청비

Housing Placement Fee

- 기숙사 비

2인 1실 / 식사 불 포함 - 6주 (10주)

- 합

6주 비용 (8학점 신청시)

계

* 추가비용 : 교재비, 학생 Card 발급비, 항공료, 여행비, 비자관련 비용, 용돈 등

35
2,712
210 (350)
150
840 (1,470)
U$ 4,847

UC Irvine 여름 계절학기
한국 학생을 위한 등록 안내
1. On-Line 등록 신청서 : www.summersessin.kr에서 신청
2. 여권 사본
3.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1,000 만원 이상)
4. 영어 성적 증명서 복사본 (TOEFL, TOEIC 또는 TEPS)
5. 등록 관련비용 : U$ 935 (등록 신청비, 등록비, 국제 학생비, 특급 우편료)
6. 학비전액 (입학신청 시)
7. 학교 기숙사 신청하는 경우 : 기숙사비, 신청비 전액
8. 건강보험료 : U$ 210 (6주), U$ 350(10주)

TIPs!
UCI Summer Sessions 의 등록 사무소인 아틀라스
에서 번거로운 등록업무를 신속! 정확! 하게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