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
일반정보
www.uidaho.edu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특별학위
공립 4 년제
가을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학위종류
대학형태
학기
위치
인근도시
학생 수
대표적 유학생 출신국가
설립년도
인기 학위 프로그램

지원서 종류
전형료
지원서
제출 마감

비용

어학점수 요구

편입학생

가을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생활비
보험료
총비용

아름다운 팔루스에 위치한 아이다호州 모스코우市 (인구 23,800 명)에 위치
워싱턴州 스포캔 (약 1 시간 30 분 거리); 워싱턴州 시애틀 (약 5 시간 30 분 거리)
전 세계 80 여 개국의 600 명 이상의 국제학생을 포함한 12,000 여명
중국
인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1889 년
학사과정: 경영학, 공학, 농학, 건축학, 과학
석사과정: 공학, 과학, 농학, 회계학
입학지원
www.uidaho.edu/admissions
학사과정
Graduate
입학용 국제학생 지원서
입학용 국제학생 지원서
(지원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제출)
(지원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제출)
$70
$70
5월 1일
2월 1일
10 월 1 일
9월 1일
3 월 15 일
2월 1일
2012-2013 학사기간 중 예상 비용
$19,165
$20,115
$7,882
$9,278
$1,474
$1,474
$2,732
$3,876
$1,600
$1,600
$32,853
$36,343
비영어권 국가로부터 유학 온 학생들의 영어능력
비영어권 국가로부터 유학 온 학생들의 영어능력
입증을 위해 채택 가능한 시험과 점수
입증을 위해 채택 가능한 시험과 점수
 TOEFL – 525 PBT or 70 iBT
 TOEFL – 550 PBT or 79 iBT
 IELTS – 6.0
 IELTS – 6.5
 SAT – 500 on critical reading
 MELAB – 77
 Cambridge CAE – pass
 미국교육: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Cambridge CPE – pass
 또는 성공적으로 이수한 영어 작문 과정
 Cambridge Intl "O" Levels – pass
 American Language & Culture Program
 MELAB – 74
Level 6
 어학필수과목은 이전에 미국학교에서 이수
* 전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세요
했었던 어학과목으로 대체 될 수 있음
 여름학기를 포함한 모든 학기 지원 가능
 모든 학기 지원은 가능 하지 않음
 2 학기제 학교는 14 학점, 4 학기제 학교는
 일부 프로그램은 가을 학기만 지원 가능
21 학점을 이수한 학생 대상

학업계획서

모든 과목과 성적이 표시된 모든 학교 및 대학교로
부터 받은 공식 성적표 제출
요구되지 않음

입학시험

요구되지 않음

그 외 준비서류

요구되지 않음

성적표 제출

대학교에서 받은 공인된 성적표, 자격증, 학위증 또는
정부기관 시험인증서 제출
학업과 경력의 목표를 상세히 적은 기술서 제출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요구 될 수 있음.
학부별 특이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력서
 추천서 3 부
 학부별 요구사항 (GRE scores, Area of Emphasis
Forms)

서류심사

기숙사 및 아파트
생활비

국제학생 장학금 프로그램

특별국제학생 학비 면제

학교 내 아르바이트

모든 서류 제출 후, 약 일주일 소요

지원서 제출 시기와 입학사정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2 주에서 몇 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음

기숙사
www.uidaho.edu/housing
University of Idaho 는 아름다운 캠퍼스이며 많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많은 멋진 캠퍼스 아파트들이 있어, 학생들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미국 전국평균에 비해 비교적 낮은편입니다. 원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하기 위해서는 월 $400 정도가
소요 됩니다.
장학금
www.uidaho.edu/financialaid/internationalstudents
University of Idaho 는 평점 3.25 이상의 학부과정 국제학생 신입생과 편입학생들에 한해 Discover Idaho
International Tuition Waiver 장학금을 제공 합니다.
 평점 3.25 ~ 3.59 : $1,500
 평점 3.60 ~ 4.00 : $3,500
학생들은 학부과정 중에 있어야 하며 평점 3.0 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장학금 금액은 년 $6,500 이며,
4 년까지 갱신 가능 합니다. 유학생의 출신 국가중 인원이 적은 국가 출신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수혜 학생의 수는 매년 사용가능 한 장학기금에
따라 달라 집니다.
학기 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주당 최대 20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Programs Office | ipo@uidaho.edu | +1 (208) 885-8984
www.uidaho.edu/internationalstudents | www.facebook.com/uidaho.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