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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기본

숙박�시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요청 시 이 인쇄물을 대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949-824-7494, TTY 949-824-6272번으로 UCI 장애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캠퍼스�안전: UCI 및 UCI 보건 대학안전법 연간 경비 보고서 및 연간 화재 안전 보고서는 police.uci.edu/clery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정책: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는 종합적인 우수함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입학, 접근 권한 그리고 프로그램 및 활동의 처우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49-824-5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021년-2022년 학부생 예상 비용 (2021년 6월 현재)

생활�방식
캠퍼스�내부* $15,902  $20,564  $36,466
캠퍼스�외부  $15,902  $19,296  $35,198
가정에서�생활  $15,902  $12,264  $28,166
캠퍼스�내부(비거주)  $45,656  $20,564  $66,220
**생활 경비에는 도서 및 용품, 방 및 식사, 개인 비용 및 교통비가 포함되며, 개별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비용�및�요금은�변경될�수�있습니다. 최신�정보를�알아보려면 ofas.uci.edu 및 reg.uci.edu/fees를 방문하십시오.
*Vista del Campo, Vista del Campo Norte, Camino del Sol 및 Puerta del Sol 주거 시설은 캠퍼스 내부로 여겨집니다.

@uciadmissions

개인적인�이해를�위한�질문
개인적인�이해를�위한�질문은�학생들에게�자신을�알릴�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신입생�입학의�경우�다음�웹사이트에서 'How to 
Apply(지원�방법)' 섹션을�방문하여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 질문을 보고 쓰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전공�선택
1차�선택으로�아래�목록에�있는�전공을�신청하는�신입생들은 UC 지원�시�대체�전공도�표시하는�것이�장려됩니다.

 전공 1차 선택:
 경영학 
 간호학
 기계 공학
 정보 및 컴퓨터 과학 통합
 인지 과학

추천�대체�전공:
경영�경제학
공중�보건�과학
재료�공학
학부/자율�전공
학사�심리학

학문�프로그램
80개가�넘는�전공�프로그램이�제공됩니다. 다음�웹사이트에서�전체�프로그램을�알아보십시오. admissions.uci.edu/majors.

주거�시설
매년�일반적으로�신입생의�약 80%가�캠퍼스�내부에서 
생활하면서�수상�이력이�있는�시설, 편의�시설, 테마형�생활 
및�학습�공동체를�이용하고�앤티터(Anteater) 정신을�기회로 
삼습니다. 다음�웹사이트에서�다양한�거주�옵션을�살펴보십시오. 
housing.uci.edu.

• 역사(필수 2년)
• 영어(필수 4년)
• 수학(필수 3년, 권장 4년)
• 과학(필수 2년, 권장 3년)

• 영어 외 언어(필수 2년, 권장 3년)
• 시각 공연 예술(필수 1년)
• 대학 준비 선택 과목(필수 1년)

A-G 정책 리소스 가이드에는 “A-G” 요건 및 UC 지원 자격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 UC 인증 과정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우등생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s-articulation.ucop.edu/guide. 캘리포니아 외 지역 거주자: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학교에 사전 승인된 과정 
목록은 없습니다. 다른 주에서 온 지원자는 다양하고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 걸쳐 힘든 수업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GPA 요건
캘리포니아�거주자는�최소 3.0 GPA, 
캘리포니아�외�지역�거주자는�최소 3.4 GPA.

A-G 과정 요건

UCI 2021년 신입학 프로필
지원: 107,957
입학: 31,269
입학률: 28.96%

GPA 중앙값(가중치): 4.15
GPA 중앙값(비가중치): 3.91

총�예상�비용수업료�및�요금 생활�경비** 





최고의 선택
UCI에서는 대담하고 독립적이고 특별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는 다른 관점과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본교는 용기 있는 생각을 장려함으로써 여러분의 특별한 장점을 육성하며, 본교의 우수한 
교수진은 여러분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것이 실제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혁신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실을 너머에 다른 이들은 불가능성을 내다보는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admissions.uci.edu/discover



본교 학생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수업
UCI는 확고하게 우수한 명성을 지닌 탁월한 대학교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얻었습니다. 본교는 U.S. News & World 
Report 가 선정한 미국 내 상위 10위 공립대학교이고, The Wall Street Journal 및 Times Higher Education
에 의해 다양한 학습 환경을 가진 대학교 2위로 선정되었으며,  Forbes가 선정한 최고 가치의 공립대학교 1위를 
차지했고, Sierra로부터 국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멋진 학교’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admissions.uci.edu/rankings

상위 10위
공립대학교  
U.S. News & World Report

#1 해변  
애호가를위한 대학교

Money

150개 이상의  
전공 및 부전공

가장 안전한
도시
동 규모 도시 
중(어바인, CA)

15년
동안 연속

FBI 

200,000
앤티터 
(ANTEATER)
졸업생

73%
의 수업에 40명 
미만의 학생이 수강

의 학생이 학부 연구에 참여
73%

#2
국내  다양성 부문
Wall Street Journal/Times Higher Education

#2 
사회적 유동성 부문
 U.S. News & World Report

#1
최고 가치의
공립대학교

Forbes

아메리칸 드림에 가장 많
이 기여한 대학교 부문

The New York Times

#1



어바인
다음 목적지
프리스틴 해변에서 5마일 거리에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완만하게 경사진 해변 고원지대에 자리한 어바인은 
글로벌 기업, 국제 공항(SNA), 세계 수준의 행위 예술 공연장 및 쇼핑 센터의 본고장이며, 인근에는 메이저리그 
스포츠 팀이 있습니다. 어바인 시는 국내에 있는 최대 규모의 계획 지역사회 중 하나로서 15년 연속 미국 동 규모 
도시 중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admissions.uci.edu/location



남부 
캘리포니아
UCI에서 남부 캘리포티아 생활 방식의 
이점을 온전히 누려보십시오. 학생들은 
연중 거의 내내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를 
즐깁니다. 캠퍼스는 아름다운 해변, 수백 
마일에 이르는 사이클링 및 하이킹 도로 
그리고 디즈니랜드, 로스앤젤레스 및 
샌디에고 등 유명한 관광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차를 타고 잠깐만 
나가면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위한 산악 
리조트도 있습니다. 
admissions.uci.edu/socal



캠퍼스
연결된 공동체
UCI는 규모가 크고 역동적인 연구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유대를 지닌 학습 공동체를 자랑합니다. 
거의 모든 학부 단과대학이 뉴욕 시의 센트럴 파크를 본떠서 만든 16에이커 면적의 본교 공원인 알드리치 파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UCI의 특별한 원형 배치로 인해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협력적인 학제간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습니다. admissions.uci.edu/aldrichpark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UCI는 모든 학생에게 지원적이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거의 모든 학문, 개인, 
사회 또는 경력 관심사에 대한 지원이 베풀어집니다. 교차 문화 센터, 전문가 서비스 센터, LGBT 리소스 센터, 
장애 서비스 센터, 라틴계 리소스 센터, 흑인 문화 센터, 리소스 및 연구 그리고 기타 다수의 지원 센터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admissions.uci.edu/studentservices



학문
체험적 연구
교수진의 멘토링 하에 이루어지는 연구와 체험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은 UCI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가급적 입학 첫 해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진과 일대일로 상호 소통하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대규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제적인 적용 분야에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경력으로 인도해 줄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모든 학문 분야, 학제간 프로그램 및 단과대학에서 
연구가 가능합니다. 
admissions.uci.edu/research



개발을 위한 기회
성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십시오. 우등생 및 해외 유학에서 튜터링과 상담에 이르기까지, UCI
는 여러분이 더 나아가고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하도록 힘을 실어드릴 것입니다. 자신의 연구를 발표 및 출판하고, 
비슷한 학문 및 경력 관심사를 가진 포부로 가득한 학생들과 어울리고, 일류 장학 제도 및 인턴십 제도에 지원하고, 
새로운 국가를 탐험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십시오. UCI에는 여러분의 학문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admisisons.uci.edu/academic-resources

차별화하는 사람이 되기
1세대 학생인 Kimberly는 입학 첫 해를 시작하면서 정치학 

및 스페인어 복수 전공을 듣는 것에서부터 학부생 
연구 기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렌지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다양한 노숙 및 식품 불안정 
사회봉사 프로젝트에 자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학 
경험에 몰두했습니다.  
“되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에겐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여유와 능력이 있어요”라고 
Kimberly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열정적인 
Kimberly는 비영리 조직을 위해 활동하고 공공 정책 
석사 학위를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



예술
미술
미술사
무용
연극
영화 및 미디어 연구
음악

생물학/보건/약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물학/교육
발달 및 세포생물학
생태 및 진화생물학
운동과학
유전학
인체생물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
신경생물학
간호학
약학
공중 보건 정책
공중 보건 과학

경영
경영학
경영 경제학
경영정보학
경제학
계량경제학

교육
생물학/교육
교육학

공학
항공 우주 공학
의용 생체 공학
의용 생체 공학: 의예과
화학 공학
토목 공학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및 공학
전기 공학
공학
환경 공학
재료 과학 및 공학
기계 공학

인문학
비교 문학
젠더 및 성별학
역사학
문예 저널리즘
철학
종교학

정보 및 컴퓨터 과학
경영정보학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데이터 과학
게임 설계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정보 과학
소프트웨어 공학

언어/문화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아시아계 미국인학
멕시코계/라틴계 미국인학 
중국학
고전학
동아시아 문화
영어
유럽 연구
프랑스어
독일학
글로벌 문화
글로벌 중동학
일본어 및 일본 문학
한국 문학 및 한국 문화
스페인어

수리학 및 물리학
응용물리학
화학
지구 시스템 과학
환경 과학 및 정책 수학
물리학

사회 생태학/사회 과학
인류학
인지 과학
범죄학, 법률 및 사회학
국제학
언어학
정치학
심리학
심리 과학 
사회 생태학
사회 정책 및 공공 서비스학
사회학
도시학

admissions.uci.edu/majors



주거 시설
캠퍼스 내부 공동체
매년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신입생이 캠퍼스 내부에서 생활하며 수상 경력이 있는 시설 및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UCI는 주거용 건물, 캠퍼스 내부 아파트, 테마형 주택 및 가족형 주택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하며, 잘 관리되고, 비용이 합리적인 다양한 주거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최신 주거 시설 
정보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면 admissions.uci.edu/housing을 방문하십시오.



식사
본교 캠퍼스 내부 식사 서비스는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유하고 식품 지속가능성의 
선두 주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교의 
뷔페식 식당 2개소는 채식주의자 및 비건 
옵션뿐만 아니라 종교적 또는 의학적 섭식 
제한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학생들은 캠퍼스 내 학생 주거 시설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한 Starbucks, Wahoo’s 
Fish Tacos 등 20개소의 음식점 및 카페와 
여러 유명 레스토랑 및 수퍼마켓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admissions.uci.edu/dining



앤티터(ANTEATERS)
운동 경기
UCI의 운동 프로그램인 NCAA Division I 학교는 18가지 스포츠(남자 야구, 농구, 거리 경주, 골프, 축구, 
테니스, 트랙 앤 필드, 배구 및 수구 그리고 여자 농구, 거리 경주, 골프, 실내 트랙 앤 필드, 축구, 테니스, 트랙 
앤 필드, 배구 및 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CI는 28개 팀 국내 선수권 대회와 64개의 개인 국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admissions.uci.edu/athletics



캠퍼스 
레크리에이션
적극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팀에 가입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과 만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UCI 학생은 수십개의 
동아리 및 교내 스포츠 팀 그리고 25에이커의 야외 
복합 시설과 110,000 평방 피트의 실내 시설을 
갖춘 앤티터 레크리에이션 센터(ARC)에서 이용 
가능한 셀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립 대학교 최초의 이스포츠 
아레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암벽 등반에서 
무용, 심지어 보트 타기에 이르기까지 UCI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admissions.uci.edu/campusrec



학교 생활
동아리 및 단체
600개가 넘는 캠퍼스 내 동아리 및 단체가 있어 쉽게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고,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고, 학우들이나 지역 사회 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집단에서 
다문화 단체 그리고 그리스 남학생 및 여학생 사교 클럽에 이르기까지 리더십 역할을 맡거나 학우들과 대학 
생활을 단순히 공유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admissions.uci.edu/orgs



활동 및 행사
학생들이 UCI에서 하는 경험은 학문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콘서트, 축제, 영화 상영, 
코미디의 밤 및 기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특별 활동이 연중 내내 있습니다. 동창회 및 
서머랜드와 같은 연간 캠퍼스 전체 행사가 
앤티터(Anteater)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즐겁게 생활하는 것은 UCI 학생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admissions.uci.edu/studentlife

UCI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주간 동안 피구 게임 최대 규모 
세계 기네스 기록을 경신합니다.

UCI는 4개의 학생 행사 세계 기록을 보유합니다.



학생 정보
본교에서 추구하는 학생상
UCI 입학 제의를 받은 학생은 대학 준비 과정에서 뛰어나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상급 학년에서 상위 
10%로 졸업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성취는 대부분의 경우 앤티터(Anteater)의 특징을 이룹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개성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의 야망, 인생 경험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admissions.uci.edu/apply



학생 정보

달력에 표시하기
8월 1일: UC 지원 시작

11월 1일~30일: 지원서 제출 기간

3월 2일: 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 법률
(CA Dream Act) 지원 및 캘 그랜트(Cal Grant)  
고려를 위한 GPA 검증 양식에 대한 우선 지원 마감

3월: 신입생 결과 발표

4월: 편입생 결과 발표

admissions.uci.edu/dates



신입생 입학
지원
11월 1일~30일 제출 기간 동안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에서 온라인으로 $70 지원 수수료(국제 지원자인 
경우 $80)와  함께 가을 입학을 위한 UC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지원 시 전공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율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8월 1일에 지원에 액세스하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입학 요건을 알아보려면 admissions.uci.edu/first-year을 방문하십시오.



신입생 입학

요건
UCI 입학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3.0 
GPA(캘리포니아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3.4)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입학 자격을 
충족하면 학업 성취도 달성, 활동, 재능 및 
기술을 개인의 상황 및 경험에 비추어 고려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요건의 상세한 
목록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admissions.uci.edu/first-year



편입생 입학
지원
11월 1일~30일 제출 기간 동안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에서 온라인으로 $70 지원 수수료와 함께 
가을 입학을 위한 UC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9월 1일에서 30일 사이에 온라인 
TAG 지원을 제출하는 캘리포티아 커뮤니티 단과대학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공 편입학 보장 프로그램
(Transfer Admission Guarantee, TAG)을 통해 대부분에 대한 입학이 보장됩니다.  
admissions.uci.edu/transfer



편입생 입학

요건
편입생들은 원하는 가을 학기 입학 직전의 봄 학기 말까지 
반드시 60학점(학기) 또는 90학점(분기)의 UC 편입 가능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UCI의 모든 전공은 선택적이며 전공마다 GPA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자에게는 가능한 최고 GPA를 받는 것이 
장려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반드시 특정 영역군에서 7개의 UC 편입 
가능 과정을 각 과정에서 C등급 이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일반 입학 요건에 더해 학생의 전공 선택에 
따라 각 UCI 학사 학점에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지원한 전공별 요건을 알아보십시오. 
admissions.uci.edu/transfer



합리적인 비용
비용
예상 등록금(요금 포함)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경우 $15,902, 캘리포니아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45,656
입니다. 도서 및 용품, 캠퍼스 내부 방과 식사, 개인 비용 및 교통이 포함되는 생활 경비는 총  $20,564로 
예상되지만, 이는 개별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캠퍼스 외부나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상 요금은 2021년 6월 현재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면 
admissions.uci.edu/afford를 방문하십시오.



학자금 지원
학자금 보조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학생은 장학금, 
보조금, 대출금 및/또는 근로 장학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된 
기한까지 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 법률 
(CA Dream Act)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CI에 지원하면 자동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지만 다른 장학 기회의 경우 추가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dmissions.uci.edu/financialaid



방문하기
앤티터(Anteater) 정신 경험하기
학교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  보기에 놀랄 만큼 아름다운 캠퍼스. 독창성과 기회. 전세계의 미래를 틀잡는 
활동에 참여.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이 UCI를 자세히 관찰한 후 발견했다고 말한 것들 중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UCI를 직접 찾아가보십시오. admissions.uci.edu/virtualtour에서 캠퍼스 전체의 
360° 뷰를 사용하여 대화형 가상 견학을 해보십시오.



연결하기
앤티터(Anteater)가 되는 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dmissions.uci.edu에서 본교 수신자 
목록에 가입하거나 가상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팔로우하기
@uciadmissions



숙박 시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요청 시 이 인쇄물을 대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949-824-7494번으로 UCI 장애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캠퍼스 안전: UCI 및 UCI 보건 대학안전법 연간 경비 보고서 및 연간 화재 안전 보고서는 police.uci.edu/clery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구하시려면 949-824-1885번으로 UCI 경찰서에 전화하시거나 UCI 캠퍼스의 공공 서비스 건물 100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금지 정책: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는 종합적인 우수함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입학, 접근 권한 그리고 프로그램 
및 활동의 처우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49-824-5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인쇄.

admissions.uci.edu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부�입학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다음 목적지: UCI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CI)는 세계 최고 대학교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우수한 학문, 
비할 데 없는 해안 지역 위치 그리고 특별하고 협력적인 학생 단체가 UCI를 공부와 즐거움을 위한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줍니다.

본교는 어바인 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바인 시는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 수준이 높은 거주자 
그리고 일류 인턴십 및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갖추고 있는 주요 기술 및 비즈니스 허브입니다. 
어바인은 항상 국내에서ew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본교 캠퍼스는 문화 활동, 서핑 및 보트 타기, 수백 마일에 이르는 사이클링 및 하이킹 도로, 사막 캠핑 
및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위한 산악 리조트를 이용하기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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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무한한 호기심과 용감한 생각 그리고 
색다를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타고난 다양한 
재능을 양성하는 것의 가치를 믿습니다.

1965년에 설립된 UCI는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그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교의 선구적인 교수진, 직원 및 꿈을 
가지고 캠퍼스에 도착한 학생들의 타협할 줄 
모르는 정신에 의지하여 변화를 고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이 한데 합쳐져 우리를 둘러 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발전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의 학생들은 세계 수준의 교수진 및 
직원으로부터 교육 및 인생 준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UCI는 규모가 크고 
역동적인 연구 대학교를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의 
친숙한 느낌과 독특하게 결합시킵니다. 

UCI를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미래를 틀잡도록 
준비시켜드리겠습니다. 

UCI 소개

UCI 문화의 중심은 본교의 
마스코트인 개미핥기 피터 
(Peter the Anteat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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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문화의 중심은 본교의 
마스코트인 개미핥기 피터 
(Peter the Anteater)입니다.

학부 연구 기회 프로그램
(UROP)
교수진의 멘토링 하에 이루어지는 연구와 
창의적인 활동은 UCI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가급적 입학 첫 해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진과 일대일로 상호 
소통하면서 실제적인 적용 분야에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성공적인 경력으로 인도해 줄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urop.uci.edu. 

특별한 멘토링 기회
UCI BEALL 적용 혁신
여러분의 기업가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벤처에서 성공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본 센터는 무료 회원 자격을 통합 학습 기회, 
학생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규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 그리고 더 큰 어바인 기업가 
네트워크로의 연결과 함께 제공합니다. 
antrepreneur.uci.edu 및  
innovation.uci.edu를 방문해 보십시오.

“New Venture Competition은 제 대학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기업가적 포부를 
추구하고, 영감을 주는 재능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궁극적으로 UCI에 제 자취를 남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죠.”

– Keene Do, UCI 문학 학사, 경영학 2018, NVC 1등 수상자: 2018년 Social Enterprise Track

UCI New Venture Competition은 팀을 형성하여 신규 사업에 
착수하고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잠재적으로 자금을 대는 일을 7개월 
내에 모두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대회는 UCI 학생, 직원 
및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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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학교
미국 내
U.S. News & World Report 

한 눈에 보는 UCI 

학생/교수진  
비율

18:1
98% 
박사 학위 또는  

기타 최고 수준의 
학위를 받은  
교육 교수진 ‘멋진 학교’

환경 지속가능성 부문
Sierra 잡지

운동 경기 팀은 28개의 국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64명의 앤티터(Anteater)가 개인 국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56명의 UCI 운동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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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의 대학
U.S. News & World Report

한 눈에 보는 UCI 

15년 연속 동 규모 도시  
중 가장 안전한 도시 
(캘리포니아 어바인).

연방수사국

노벨상
화학 부문 4개, 물리학 부문 1개

5 

의 UCI 4학년생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73%

85개가 넘는 학부 학위 프로그램 70개가 넘는 

석사 및 박사 학위 프로그램 및 의학 박사,  
교육학 박사 및 법무 박사 프로그램 

73%
수업당 학생 수  

40명 미만

등록 
(2020년 가을)

학부생: 29,638명
대학원생: 
6,665명

합계: 36,303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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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트레버 예술 학교
www.arts.uci.edu

미술
무용
연극
음악

생명과학대학
bio.uci.edu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물학/교육
발달 및 세포생물학
생태 및 진화생물학

운동과학
유전학

인체생물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

신경생물학

학문 영역
폴 메리지 
경영대학

merage.uci.edu
경영학

경영정보학*

헨리 사무엘리 
공과대학

engineering.uci.edu
항공 우주 공학
의용 생체 공학

의용 생체 공학: 의예과
화학 공학
토목 공학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및 공학*

전기 공학
환경 공학

재료 과학 및 공학
기계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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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간 연구 전공 표시

인문대학
humanities.uci.edu/SOH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미술사

아시아계 미국인학
중국학
고전학

비교 문학
동아시아 문화

영어
유럽 연구

영화 및 미디어 연구
프랑스어

젠더 및 성별학
독일학

글로벌 문화
글로벌 중동학

역사학
일본어 및 일본 문학

한국 문학 및 한국 문화
문예 저널리즘

철학
종교학

스페인어

교육대학
education.uci.edu

교육학

도날드 브렌 정보 및 컴퓨터 과학대학
ics.uci.edu
경영정보학*

게임 설계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데이터 과학
정보 과학

소프트웨어 공학

수 앤 빌 그로스 간호대학
nursing.uci.edu

간호학

약학과
pharmsci.uci.edu

약학

물리대학
ps.uci.edu
응용물리학

화학
지구 시스템 과학

환경 과학 및 정책*
수학

물리학

사회생태대학
socialecology.uci.edu

범죄학, 법률 및 사회학
환경 과학 및 정책* 

심리 과학
사회 생태학

도시학

공중 보건 분야 프로그램
publichealth.uci.edu

공중 보건 정책
공중 보건 과학

사회과학대학
socsci.uci.edu

인류학
경영 경제학

멕시코계/라틴계 미국인학
인지 과학

경제학
국제학
언어학
정치학
심리학

계량경제학
사회 정책 및 공공 서비스학

사회학

학부 교육 사업 본부
uu.uci.edu

학부/자율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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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WIDE 
HONORS COLLEGIUM

“Campuswide Honors Collegium의 장점은 프로그램의 요소, 즉 학생, 교수진, 과정, 조언, 주거 
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생활-학습 공동체를 품위 있는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Charles E. (Ted) Wright, 책임자

Campuswide Honors Collegium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Campuswide Honors의 특징은 개인적 관심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광범위한 
리소스와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합니다. Honors의 조언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부 
연구와 그 이후 과정을 계획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Campuswide Honors의 학생들은 우수생 과정, 
선택적 소규모 집단 내 수업 과정, 멘토링을 받는 연구 및 교수진과의 상당한 상호 통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 혜택도 누립니다.

학업 우수성 및 개인적 성장에 대한 높은 표준 장려를 전담하는 
Campuswide Honors는 인문 과학 대학의 특성을 전공 연구 대학교가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와 결합시킵니다. UCI의 우수생 지원 공동체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의 학부 
교육을 극대화하고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honors.uci.edu를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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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는 거의 모든 학업, 개인, 사회 또는 경력 관심사와 관련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이용 가능한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활동 및 센터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dmissions.uci.edu/
studentservices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입학 첫 해 우수성 프로그램
uu.uci.edu/programs/first-year-excellence-program

신입생 세미나 프로그램
freshmanseminar.uci.edu

교차 문화 센터
ccc.uci.edu

학생 생활 및 리더십
studentlife.uci.edu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리소스 센터
lgbtrc.uci.edu

학생 건강 센터
shc.uci.edu

학생 복지 및 건강 증진 센터
studentwellness.uci.edu

학생을 위한 서비스

국제 센터
ic.uci.edu

국제 학생 우수성 프로그램
isep.due.uci.edu

경력 진로 사업부
인턴십, 경력, 일자리 검색 전략, 산업 리소스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career.uci.edu/international-students

장애 서비스 센터
disability.uci.edu

학업 리소스
admissions.uci.edu/academicresources

신입생 엣지
summer.uci.edu/programs/freshman

학부 연구 기회 프로그램
urop.uci.edu 11



UCI의 국제 센터는 UCI에서의 국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도모하여 국제 공동체의 학업 및 
개인 경험을 증진시킵니다. 국제 센터는 조언 
제공, 이민/이주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변호 
및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c.uci.edu

 

서비스 및 프로그램
• Cultural Connections 사교 만남
• 이민/이주 서비스
• 국제 학문 친목회
• 국제 다과회
• 인턴십, 학생 지원, 
 및 자원봉사 시회
• 미국에서의 생활 시리즈
• 도착 전 조언 제공, 오리엔테이션 
 및 UCI에서 지내는 동안의 지원
• 세금 정보 강의
•  환영 소풍 

국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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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의 학생 성공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국제 학생 우수성 프로그램(ISEP)은 본교 학부 국제 학생 
집단에서 종합적인 우수성을 장려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ISEP는 특히 국제 학생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필요를 해결하며 안전하고 폭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지원 가족과 같은 지원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isep.due.uci.edu 

학우 멘토링
ISEP의 지원 시스템에는 두 가지 학우 멘토링 프로그램(국제 학우 단체(IPG) 학문 프로그램 및 글로벌 
리더(GL)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화된 조언 제공
ISEP는 참여자에게 학업 모니터링 및 개별화된 학업 상담을 제공합니다.

캠퍼스 전체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
ISEP에 참여하는 학생은 연중 내내 전문가 및 리더십 개발 교육 및 워크숍, 교수진 및 졸업생과의 
상호 소통 기회 그리고 학습 및 학업 리소스 센터와 같은 캠퍼스 내 소중한 리소스에 접근하는 권한을 
누립니다. 

국제 학생 우수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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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졸업
“오렌지 카운티는 종종 남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UCI 캠퍼스에서 반경 5마일 내에 Google, Microsoft, 
SpaceX 및 Blizzard와 같은 기술 거대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기업이 와서 캠퍼스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직원 모집을 하는 경력 센터의 몇몇 경력 박람회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이용한 덕분에 2학년으로 
Google의 영업 마케팅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 Carol, 경영 경제학 전공

14



경력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졸업

UCI 학부생은 다양한 산업에서 계속 경력 
개발을 추구합니다. 약학, 과학 및 법률에서부터 
비영리, 창조 예술 및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본교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상태로 졸업합니다.

졸업 후 경력을 시작하기로 계획하든 아니면 
더 높은 학위를 받으려고 계획하든, UCI의 
경력 진로 사업부는 시작부터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력 조언자를 일대일로 만나고,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 기술 형성 워크숍을 이용하고, 새로운 
경력 진로를 발견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career.uci.edu

연중 4번의 경력 박람회:

 • 가을 경력 박람회
 • STEM 경력 박람회
 • 인턴십 및 경력 박람회
 • 봄 경력 박람회

UC 학위 수여자는 졸업 2년
~10년 사이에 월급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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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설 및 캠퍼스 생활

주거 시설
매년 일반적으로 1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부에서 생활하며 수상 경력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편의 시설 및 앤티터(Anteater) 
정신을 즐기기로 결정합니다! 

대학 생활의 한 가지 중요한 부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학우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UCI
는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하며, 잘 관리되고, 
비용이 합리적인 다양한 주거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주거 시설 옵션에는 새로운 
Middle Earth 및 Mesa Court 공동체와 같은 

주거용 건물, 캠퍼스 내부 아파트, 테마형 주택 및 가족형 
주택이 포함됩니다. housing.uci.edu를 방문해 
보십시오.

새로운 시설! Middle Earth 주거 시설 확장

COVID-19 제한으로 주거 시설 가용성 및 보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 예방책을 포함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housing.uci.edu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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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먹고 싶은 음식을 그대로! 캠퍼스 내부 식사는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채식주의자, 비건, 
글루텐이 없는 식사, 이슬람교 식사, 유대료 
식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인근의 국제 식사 옵션에는 
중국식, 인도식, 중동식, 한식, 일식, 태국식 및 
터키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식료품이 갖추어진 수퍼마켓이 학생 주거 
시설에서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admissions.uci.edu/dining 

을 참조하십시오.

캠퍼스 단체
600개가 넘는 동아리와 단체가 있는 UCI는 에너지의 중심지입니다. 학문, 환경, 다문화, 
레크리에이션, 사교, 운동 또는 기타 여러분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admissions.uci.edu/studentlife를 살퍄보십시오.

캠퍼스 돌아다니기
본교는 원형 배치로 인해 국내에서 알아주는 자전거 친화적 캠퍼스이며, 또한 이로 인해 학생들이 
빠르게 어울리고 UCI의 무료 캠퍼스 셔틀 
서비스이자 국내 최초 전력으로만 구동되는 
대학교 버스인 Anteater Express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역의 해변, 명소, 공항 등에 대중 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 및 캠퍼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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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경기
UCI의 운동 프로그램인 NCAA Division I 
학교는 18가지 스포츠(남자 9종목 및 여자 9
종목)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CI는 28개의 팀 국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64명의 UCI 운동 선수가 개인 
국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56명의 
UCI 운동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4,000명의 학생은 Big West Conference 
Scholar-Athletes로서의 영에를 누렸습니다.

UCI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500명이 
넘습니다. 본 대학교는 Mountain Pacific 
Sports Federation의 여자 실내 트랙 앤 필드 
부문 회원이기도 합니다.

admissions.uci.edu/athletics을 방문해 
보십시오.

남자 스포츠:
야구
농구
거리 경주
골프
축구
테니스
트랙 앤 필드
배구
수구

여자 스포츠:
농구
거리 경주
골프
실내 트랙 앤 필드
축구
테니스
트랙 앤 필드
배구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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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레크리에이션 
UCI의 인상적인 앤티터 레크리에이션 
센터에는 농구 코트와 배구 코트, 체력 단련실, 
수영장, 러닝 트랙, 암벽, 요가 클래스, 크로스핏 
클래스 및 무술 클래스 그리고 요리 시연 부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UCI에는 뉴포트 해변 
인근에 완전히 새로운 보트 타기 센터 및 조정 
복합 시설이 있습니다. admissions.uci.
edu/campusrec를 참조하십시오.

E스포츠 
UCI는 공식 e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든 최초의 공립 
대학교이며 세계에서 최고의 가장 종합적인 공립 대학교로 
여겨집니다. 게임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선두에 있는 UCI는 
국내 몇몇 최대 게이밍 동아리의 본거지로서 매우 강력한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을 게임 및 e
스포츠 산업의 기업 및 일자리로 연결시켜줍니다.  
esports.uci.edu에서 알아보십시오. 

동아리 스포츠 
궁도
배드민턴
야구
복싱 
등산
크리켓
드래곤 보트
펜싱

피겨스케이트
무술
보트 타기
축구
소프트볼
수영 
테니스
배구
그 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2018년 League of Legends 대학 
선수권 대회 우승자인 UCI의 e스포츠 
팀. 19



Los Angeles
Huntington Beach

SAN FRANCISCO

SACRAMENTO

NEWPORT BEACH

LAGUNA BEACH

SAN DIEGo

IRVINE

Big Sur

UCI의 입지

학교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  보기에 놀랄 만큼 아름다운 캠퍼스. 전세계의 미래를 틀잡는 
활동에 참여.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이 캠퍼스 방문 중에 보고 느꼈다고 말한 것들 중 일부입니다. 
admissions.uci.edu/tour에서 온라인으로 대화형 가상 견학을 해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까지 45분
샌디에고까지 90분 
디즈니랜드까지 25분
뉴포트 해변까지 10분

UCI 캠퍼스는 로스앤젤레스 남쪽으로 약 68
킬로미터 그리고 샌디에고 남쪽으로 137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uci.edu/visit에서 본교의 
이상적인 위치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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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안전한 지역사회
어바인은 미국 연방수사국으로부터 15년 연속 
미국 동 규모 도시 중 가장 안전한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계획 도시 지역사회 중 하나인 
어바인은 168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아우르며 거주자들은 오렌지 카운티 심장부의 
매우 깨끗하고 가족 중심적인 환경에서 
지중해성 기후를 즐깁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야생 보호구역, 생태 보존지역, 
인근 사막 및 산악 리조트 그리고 60킬로미터가 
넘는 해안선을 제공합니다!

어바인은 수천 개의 미국 및 글로벌 기업의 
본고장입니다.

인구(2020년):

281,707
녹지 보존 지역:

65
평방킬로미터

공공 도로 외 자전거 
도로:

100
킬로미터

연중 약

281일의
화창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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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입학
UCI에 지원하기

지원하기 전에 
A) 최소 GPA 

• 대학 준비 과정 또는 외부 시험에서 3.4 이상

B) 필수 고등학교 과정(반드시 C 이상 등급으로 이수)

• 역사: 필수 2년
• 영어: 필수 4년
• 수학: 필수 3년, 권장 4년
• 과학: 필수 2년, 권장 3년
• 영어 외 언어: 필수 2년, 권장 3년
• 시각 공연 예술: 필수 1년
• 대학 준비 선택 과목: 필수 1년 

국가별 추가 입학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dmissions.uci.edu/international

C) 영어 능숙도 요건
•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방법
• 우선 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를 방문하십시오. 
• 온라인 지원은 8월 1일에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에서 시작됩니다.
• 지원서 제출 기간은 11월 1일~30일입니다. 반드시 UCI를 선택하십시오.
• 지원 수수료는 $80입니다(환불 불가).
• 추천서는 발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입학 사무실에서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입학이 인정된 후에만 공인 성적서를 발송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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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편입학
UCI에 지원하기

지원하기 전에  
A) 최소 GPA 

•  비거주 편입생은 UC 편입 가능 단과대학 수업 과정에서 누적 GPA가 반드시 2.8이어야 합니다.

B) 필수 단과대학/대학교 과정
 •  60학점(학기) 또는 90학점(분기) UC 편입 가능 학점. UCI의 모든 전공은 선택적이며 

지원자에게는 가능한 최고 GPA를 받는 것이 장려됩니다.
•  가을 학기 입학 직전의 봄 학기 말까지 반드시 60학점(학기) 또는 90학점(분기)의 UC 편입 가능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다음 7개의 편입 가능 단과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각 과정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영작문에서 UC 편입 가능 과정 2개
-  수리 개념 및 양적 추론에서 UC 편입 가능 단과대학 과정 1개
-  다음 과목 영역 중 최소 2개 영역에서 UC 편입 가능 단과대학 과정 4개: 예술 및 인문학,  
사회 및 행동 과학 또는 물리학 및 생물학.

•  일부 전공에는 과정별 추가 선행과목 및 더 높은 GPA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dmissions.uci.edu/transfer에서 확인하십시오.

C) 영어 능숙도 요건
•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방법
• 우선 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를 방문하십시오.
• 온라인 지원은 8월 1일에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에서 시작됩니다.
•  지원서 제출 기간은 11월 1일~30일입니다. 반드시 UCI를 선택하십시오.
• 지원 수수료는 $80입니다(환불 불가).
•  추천서는 발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입학 사무실에서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입학이 인정된 후에만  
공인 성적서를 발송하십시오. 

Anteater Learning Pavilion Lecture Hall. 23



영어 능숙도
모든 국제 지원자

신입학
신입학 지원자가 2차 교육/고등학교 과정을 영어를 지도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수했거나 
지원자가 미국에서 3년 미만의 영어 지도를 받은 경우 영어 능숙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다양한 시험과 점수가 영어 능숙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시험:

iBT(Internet-based test) 또는 iBT Home Edition: 최소 80점 이상 지필 시험: 60점 이상
•  영작문, 영어 문학 및 작문에서 AP 점수 3, 4 또는 5 
• IB Higher Level 영어 시험(언어 A에 한함) 점수 5, 6 또는 7
• IB Standard Level 영어 시험(언어 A에 한함) 점수 6 또는 7
•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 6.5 이상
• IELTS Indicator(2022년 가을 한정) 점수 6.5 이상
• ACT ELA(English Language Arts) 점수 24 이상
• SAT 쓰기 및 언어 점수 31 이상
• 신입학 지원자는 UC-E 공인 영작문 과정을 한 개를 잉수할 수 있습니다.
• DET(Duolingo English Test): 최소 115점(2022년 가을에 한정)

편입학
편입학 지원자는 반드시 UC-E 공인 영작문 과정 2개를 C등급 이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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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및 기한

신입학 지원자

8월 1일
•  UC 가을 입학 지원은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에서 

시작됩니다.

11월 1일~30일
•  UC 가을 입학 지원서 제출 기간 

•  지원서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

에서 지원하십시오.

편입학 지원자 

8월 1일
•  UC 가을 입학 지원은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에서 
시작됩니다.

9월 1일~30일
•  TAG 가을 입학 지원서 제출 기간 
•  uctap.universityofcalifornia.edu에서 

지원하십시오.

3월 1일~31일
•  UCI에서 신입학 지원자에게 합격 상태를 

통지합니다.

11월 1일~30일
•  UC 가을 입학 지원서 제출 기간 
•  지원서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pply.universityofcalifornia.edu
에서 지원하십시오. 

4월 1일~30일
•  UCI에서 편입학 지원자에게 합격 상태를 

통지합니다.

25



대학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버겁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UCI의 탁월한 학업 경험, 최고 등급의 
연구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데서 오는 평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진과 함께 연구를 수행할 기회 
그리고 소중한 인턴십 활용 기회를 고려해보면 수강 비용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 예상 비용에는 비거주 수업료 및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면 reg.uci.edu 및 www.ofas.uci.edu를 방문하십시오.

생활 방식

캠퍼스 내부

캠퍼스 외부

수업료 및 요금

$ 45,491

$ 45,491

생활 경비

$ 20,564

$ 19,296

총 예상 비용

$ 65,055

$ 64,787

예상 비용* 학부 학생
(2021년 9월 기준)

“UCI의 가장 좋은 점은 UCI인입니다! 
교수진과 직원 모두 놀라울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움, 조언, 그 외 무엇이 
필요하든 언제나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Suthima, 2018학년도 학급

수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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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인쇄

숙박 시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요청 시 이 인쇄물을 대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949-824-7494번으로 UCI 장애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캠퍼스 안전: UCI 및 UCI 보건 대학안전법 연간 경비 보고서 및 연간 화재 안전 보고서는 admissions.uci.edu/policies/clery.php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정책: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는 종합적인 우수함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입학, 
접근 권한 그리고 프로그램 및 활동의 처우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49-824-5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웹사이트 admissions.uci.edu를 방문하십시오
학부 입학 사무실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Irvine, CA 92697-1075

연락처 

월요일에서 금요일(오전 8시 ~ 오후 5시 태평양 
표준시)라이브 채팅: admissions.uci.edu 
전화번호: 949-824-6703

네, 계속 연락을 받겠습니다. 
admissions.uci.edu/info로 여러분의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

앤티터(ANTEATER)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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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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