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
예비 석사
프로그램 2021
및 석사 준비 프로그램

USC 장점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는 모든 학생이 세계 최상의 교수진들과 밀접한 맨토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합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십 및 취업 지
원 서비스, 우수한 대학 기숙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명성 높은 교수진,혁신적인
연구

USC 는 혁신에 앞장서는 최고의
연구 기관입니다. USC 의 교수진은
세 계 적 으 로 영 향 력있 는 학 자 와
협력하며 혁신을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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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학사 프로그램

USC는 U.S News and World Report
에 서 美 전국 대학 순 위 2 4에
선정되었고, Wall Street Journal/
Times Higher Education발표에
따르면 최상위 19 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USC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매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순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트로잔 네트워크
(TROJAN NETWORK)

43만 명 이상의 USC 동문은 전
세계에 걸쳐 상호 조력하는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로잔 패밀리 (Trojan Family) 의
멤버로서, 미래를 창조하는 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USC 에서 최고의 경험을 누리십시오
USC 대학원 평가 순위-US News & World Report

#1위

#2위 USC Keck School of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1위 USC Leonard Davis School of Gerontology

#2위 USC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Urban Planning

#1위 USC Roski School of Art and Design

#6위 USC Marshall School of Business

USC School of Cinematic Arts (시네마틱 아트)
(NICHE 선정）

(켁 의과대학 예방의학) (College Factual 선정)
(프라이스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데이비스 노년학 대학) (College Choice 선정)
(로스키 미술 디자인 대학), 미국 최우수 디자인 대학
(NICHE 선정)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마샬 경영대학 글로벌 공급망 관리）
(QS 세계 대학 랭킹 선정)

#1위 USC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8위 USC School of Architecture (건축대학) (NICHE 선정)
(애넌버그 언론정보대학)(QS 세계 대학 랭킹 선정)
#1위 USC Chan Division of Occupational Science and

Occupational Therapy
(작업과학・작업치료대학)(US News & World Report 선정)

#10위

USC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비터비 공과대학)(US News & World Report 선정)

최첨단 연구 및 시설

USC 학생들은 최첨단 시설과 강의를 통해 통합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100 여개의 USC 연구소 및 기관에서 이
루어지는 정치분권화, 금융시장의 이해, 컴퓨터게임 심리, 종양과 면역체계와의 관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USC 교수진은 노벨상과 퓰리처상, 프리츠커 건축상, 그래미상과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및 국립인문재단(NEH) 포함한
수백 개의 학술 및 전문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교수진의 지적 영향력은 매년 받는 6 억 4 천 5 백만원 달러 이상을 받
는 연구 자금, 삶을 변화 시키는 혁신적인 업적들, 저명한 저서, 수상 받은 실적과 TV 뉴스 등장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1,000+여개의

학생회 및 동아리

200+여개
문화 모임

80+ 여개의

학생 종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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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석사 프로그램
Pre-Master’s Program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 석사 입학허
가를 받을 수 있는 Pre-Master’s 과정(P-M)을 통해 대학
원 수준의 영어 실력 및 학업 능력, 테스트 성적을 향상하
여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USC 대학원에 성
공적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혜택

• 필수 TOEFL/IELTS/PTE Academic 또는 GRE/GMAT 응시
전에 USC석사학위과정에 조건부 입학 가능
• USC에서 성공적인 유학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영어
실력과 연구 능력 습득
• 목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GRE/GMAT
준비 과정 제공

USC 석사 과정 진학 충족 요건

USC 석사과정 최종 입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 Core 과정에서 B 이상의 성적과 Focus 과정에서 C 이상의
성적으로 총 평균 B 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원한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GRE/GMAT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 예비 석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TOEFL/
IELTS/PTE Academic 에 재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PM 과정 커리큘럼

학생들이 학문적인 목표와 전문적인 직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Academic English Skills for
Graduate Studies(대학원 학업에 필요한 영어 능력)과정과
Graduate Communication Skills(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능력) 과정은 아래의 두 계열로 나뉩니다.
• 자연과학, 테크놀로지, 보건 계열
• 비즈니스, 사회과학, 인문 계열

학생의 석사 전공에 따라 맞는 계열로 배치됩니다.
• 대학원 학업에 필요한 영어 능력*
• 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능력*
• 학문 윤리와 미대학원 학습 규범
• 취업준비(직장탐색,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 대중 앞 말하기
• GRE/GMAT 시험 준비(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대상

예비 석사 프로그램은 USC에서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해외 출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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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국가의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4년제 미국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 미국 학업 성취도 평가 GPA 4.0 기준 누적 3.0 이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자
• 중상급 수준의 영어 실력**(TOEFL iBT 61/IELTS 5.5/PTE
Academic 44)

12
100+
3
14
1

예비석사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가능한
USC Graduate School
예비석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USC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연중 개강: 봄, 여름, 가을

학기당 수업 기간
예비 석사 프로그램 및 원하는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한 번에 지원

* (은)는 교과 과정 중에서 Core 과정을 나타냄
**입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USC 석사 과정 입학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USC 석사과정 리스트
학위

석사 기
간 /년

석사 학기
시작

요건

USC International Academy 에서 학생이 수강할 P-M 과정의 학기 수는 아래 열거된 공인 영어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USC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애넌버그 언론정보대학
TOEFL iBT 90+/IELTS 6.5+/PTE 61+
2 학기

Communication Management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Journalism (저널리즘)
Public Diplomacy(공공외교학)
Public Relations and Advertising (광고홍보학과)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3 학기

M.C.G.
M.S.
M.P.D.
M.A.

2
1
2
2

USC Leonard Davis School of Gerontology
데이비스 노년학 대학

TOEFL iBT 90+/IELTS 6.5+/PTE 61+
1 학기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2 학기

Aging Services Management(노인 서비스 관리학)
Gerontology(노년학)
Gerontology(노년학)
Medical Gerontology(의료 노년학)
Senior Living Hospitality(시니어 리빙 호스피탈리티)

M.A.
M.A.
M.S.
M.A.
M.A.

가을
여름
가을
가을

GRE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3 학기

2
1.5
2
2
2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USC Dornsife College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돈사이프 인문•사회 과학 대학

TOEFL iBT 90+/IELTS 6.5+/PTE 61+
1 학기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2 학기

Applied Economics and Econometrics
(응용경제・계량경제학)
Applied Mathematics(응용 수학)
Applied Mathematics(응용 수학)
Applied Psychology (응용 심리학)
Mathematical Finance(수리금융학)
Mathematics(수학)
Statistics(통계학)
Spatial Economics and Data Analysis
(공간 경제 및 데이터 분석학)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3 학기

M.S.

1.5

M.A.
M.S.
M.S.
M.S.
M.A.
M.S.

2
2
1
1.5
2
2

M.S.

2

TOEFL iBT 80+/IELTS 6.0+/PTE 53+
1 학기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GRE
GRE
GRE
GRE
GRE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2 학기

Spatial Data Science(공간 데이터 과학) *
M.S.
2
가을, 봄
* M.S. Spatial Data Science is a joint data science degree program offered by the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and the Dornsife College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TOEFL iBT 90+/IELTS 6.5+/PTE 61+
1 학기

USC Keck School of Medicine
켁 의과대학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2 학기

Applied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응용 바이오 통계 역학)
Biochemistry and Molecular Medicine(생화학 분자의학)
Biostatistics(바이오통계학)
Clinical, Biomedical and Translational Investigations
(임상 및 생체의학 중개 연구학)
Experimental and Molecular Pathology
(실험 분자 병리학)
Global Medicine(글로벌 의학)
Integrative Anatomical Sciences(통합해부학)
Molecular Epidemiology(분자역학)

M.S.

2

M.S.
M.S.

2
2

M.S.

2

M.S.

2

M.S.
M.S.
M.S.

1
1
2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3 학기

가을, 봄, 여름
가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GRE
GRE

가을,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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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USC 석사과정 리스트

프로그램

학위

Molecular Microbiology and Immunology
M.S.
(분자 미생물•면역학)
Neuroimaging and Informatics(신경촬영 및 정보학)
M.S.
Public Health(공공보건학)
M.P.H.
Stem Cell Biology and Regenerative
ibt 100+/IELTSMedicine
7.0+
ibt 90-99/IELTS 6.5
2 学期M.S.
(줄기세포 생물 재생의학) 1 学期
Translational Biomedical Informatics
M.S.
(중개 생명 의료 정보학)
Translational Biotechnology(중개 생명 과학 기술)
M.S.

석사 기
간 /년

석사 학기
시작

1
2

가을
가을, 봄, 여름

2

가을

2

가을, 봄

1.5

TOEFL iBT 90-99/IELTS 6.5/PTE 61-68
2 학기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글로벌 공급망 관리)
Social Entrepreneurship(사회적 기업학)

M.S.
M.S.

GRE

ibt 80-89/IELTS 6.0
1
3 学期 가을

USC Marshall School of Business
마샬 경영대학

TOEFL iBT 100+/IELTS 7.0+/PTE 69+
1 학기

가을, 봄

요건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3 학기

가을
여름

1.5
1

GRE/GMAT

USC Chan Division of Occupational Science and Occupational Therapy
ibt 90+/IELTS 6.5+ Chan Division
ibt 80-89/IELTS
6.0
ibt
61-79/IELTS 5.5
작업과학•작업치료
대학
1 学期
2 学期
3 学期

TOEFL iBT 90+/IELTS 6.5+/PTE 61+
1 학기

Occupational Therapy, Post Professional
(작업치료 전문가 과정)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2 학기

M.A.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3 학기

1

USC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프라이스 행정대학

TOEFL iBT 90+/IELTS 6.5+/PTE 61+
1 학기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2 학기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nd Management-IPPAM
(국제 공공정책 및 관리학)

M.I.P.M.

Health Administration(보건행정학)
Urban Planning(도시계획학)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
Public Policy(공공정책학)
Real Estate Development(부동산 개발학)

M.H.A.
M.U.P.
M.P.A.
M.P.P.
M.R.E.D.

TOEFL iBT 100+/IELTS 7.0+/PTE 69+
1 학기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3 학기

가을

1.5

TOEFL iBT 90-99/IELTS 6.5/PTE 61-68
2 학기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3 학기

2
2
2
2
1

USC Roski School of Art and Design
로스키 미술 디자인 대학

TOEFL iBT 80+/IELTS 6.0+/PTE 53+
1 학기

Design(디자인)

M.F.A.

2-2.5

TOEFL
TOEFL iBT
iBT 90-99/IELTS
90-99/IELTS 6.5/PTE
6.5/PTE 61-68
61-68
22 학기
학기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전문 교
사 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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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가을, 봄
가을
가을
여름

GRE/GMAT
GRE/GMAT
GRE/GMAT
GRE
GRE/GMAT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2 학기

USC Rossier School of Education
로지어 교육대학
TOEFL
TOEFL iBT
iBT 100+/IELTS
100+/IELTS 7.0+/PTE
7.0+/PTE 69+
69+
11 학기
학기

가을

M.A.T.- TESOL

가을, 봄

TOEFL
TOEFL iBT
iBT 80-89/IELTS
80-89/IELTS 6.0/PTE
6.0/PTE 53-60
53-60
33 학기
학기

1.5

가을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USC 석사과정 리스트

프로그램

학위

석사 기
간 /년

USC School of Architecture
건축대학

TOEFL iBT 90+/IELTS 6.5+/PTE 61+
1 학기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2 학기

Advanced Architectural Studies, Post Professional
(건축 전문가 과정)
Building Science (건설과학)
Heritage Conservation (문화유산보존학)

M.AAS

1.5

M.B.S.
M.H.C.

2
2

USC School of Pharmacy
약학대학

TOEFL iBT 90+/IELTS 6.5+/PTE 61+
1 학기

TOEFL iBT 80-89/IELTS 6.0/PTE 53-60
2 학기

Biopharmaceutical Marketing (바이오 제약 마케팅)
Healthcare Decision Analysis (보건 관리 분석학)
Management of Drug Development (신약 개발 관리학)
Medical Product Quality (의료 제품 품질)
Regulatory Science (사회 대응형 과학)

M.S.
M.S.
M.S.
M.S.
M.S.

여름

가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2 학기

가을, 봄

M.S.

2

M.S.

2

가을, 봄

M.S.

2

가을, 봄

Mechanical Engineering(기계공학)

M.S.

2

Mechanical Engineering, Energy Conversion
(에너지변환 기계공학)

M.S.

2

가을, 봄

Astronautical Engineering(우주비행공학)

M.S.

2

가을, 봄

Biomedical Engineering(의공학)
Biomedical Data Analytics
(의공학 데이터분석)
Medical Imaging and Imaging Informatics
(의료 영상기기 및 영상 정보 과학공학)
Medical Device and Diagnostic Engineering
(의료장비 및 진단공학)

M.S.

2

M.S.

2

가을, 봄

M.S.

2

M.S.

2

가을, 봄

Chemical Engineering(화학공학)

M.S.

2

가을, 봄

Civil Engineering(토목 공학) (CE)

M.S.

2

M.C.M.
M.S.

1.5
2

가을, 봄

Astronautical Engineering(우주비행공학)
Biomedical Engineering(의공학)

Chemical Engineering(화학공학)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토목 환경 공학)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학)
CE-Structural Engineering(토목 구조 공학)

GRE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3 학기

1
1.5
2
2
2

Aerospace and Mechanical Engineering(항공우주기계공학과)
Aerospace Engineering(항공우주공학)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Computational Fluid
& Solid Mechanics
(항공우주 및 기계, 계산 유•고체 기계공학)
Aerospace and Mechanical Engineering, Dynamics and
Control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 동력 제어공학)

요건

TOEFL iBT 61-79/IELTS 5.5/PTE 44-52
3 학기

USC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비터비 공과대학

TOEFL iBT 80+/IELTS 6.0+/PTE 53+
1 학기

석사 학기
시작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6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USC 석사과정 리스트
학위

석사 기
간 /년

석사 학기
시작

M.S.

1.5

M.S.
M.S.

2
2

가을, 봄

Computer Engineering(컴퓨터공학)
ECE-Quantum Information Science
(양자 정보 과학)
ECE-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머신러닝 및 데이터 과학)
Electrical Engineering(전기공학) (EE）
EE-Computer Architecture(컴퓨터구조)
EE-Computer Networks(컴퓨터 네트워크)
EE-Electric Power(전력공학)
EE-VLSI Design(정보통신 서비스 공학)
EE-Wireless Health Technology(무선 보건의료기술)
EE-Wireless Networks(무선 네트워크)

M.S.

2

M.S.

2

M.S.

2

M.S.
M.S.
M.S.
M.S.
M.S.
M.S.
M.S.

2
2
2
2
2
2
2

Analytics(분석학)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산업 및 시스템공학)
Manufacturing Engineering(제조공학)
Operations Research Engineering(오퍼레이션연구 공학)
Product Development Engineering(제품개발학)

M.S.
M.S.
M.S.
M.S.
M.S.

2
2
2
2
2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M.S.
M.S.

2
2

가을, 봄
가을, 봄

Petroleum Engineering(석유공학) (PTE)
PTE-Geoscience Technologies(지구석유과학)
PTE-Digital Oilfield Technologies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

M.S.
M.S.
M.S.

2
2
2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Applied Data Science(응용 데이터 과학)
Cyber Security Engineering(사이버 안전 공학)
Financial Engineering(금융공학)
Green Technologies(환경공학)
Spatial Data Science(공간 데이터 과학) *

M.S.
M.S.
M.S.
M.S.
M.S.

2
2
2
2
2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프로그램

CE-Transportation Engineering(토목 교통 수송 공학)
CE-Transportation Systems(토목 교통 수송 체계)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교통 체계 종합 관리학)
CE-Water and Waste Management(식수 오수 관리학)
Environmental Engineering(환경공학)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전기 컴퓨터 공학)

M.S.
M.S.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산업 및 시스템공학)

2
2

Materials Science(재료과학)
Materials Engineering(재료공학)
Materials Science(재료과학)

Petroleum Engineering(석유공학)

Specialized Engineering Degrees(특수 공학 학위)

가을, 봄
가을, 봄

요건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GRE
GRE
GRE

* M.S. Spatial Data Science is a joint data science degree program offered by the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and the Dornsife College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KEY:

*GRE/GMAT: P-M 지원시에도 GRE 혹은 GMAT 점수 필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2021년도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GRE 또는 GMAT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PTE Academic 점수만 인정함(General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기간(년)
*석사 과정 시작 학기: 봄, 여름, 가을
학위 프로그램 개강일에 관한 내용은 international.usc.edu/participating-masters-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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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합격증에 예비 석사 프로그램 필수 학업 기간과
석사과정 시작일에 근거한 자세한 학업 계획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위 프로그램
정보

석사 준비 프로그램
Master’s Preparation Program
석사 준비 프로그램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시험 준비와 학
업 분야에 맞춘 학문 영어 과정, USC 입학 상담원의 전문
적 지원을 통해 학생이 선택한 미국 대학원에 지원할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혜택

• 대학원 학습에 필요한 대학원 수준의 영어 교육과정
• 최고의 전문강사진이 지도하는 TOEFL/IELTS 및 GRE/
GMAT 준비 과정 제공
• 미국 우수 대학원 과정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입학
상담원의 총괄적인 상담 및 훈련
• 다수의 USC 파트너 대학에서 TOEFL/IELTS 점수 대신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영어 레벨 수료증 인정
•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 부여

석사 준비 과정(MP) 커리큘럼

예비 석사 프로그렘(P-M)에서 제공하는 과정과 동일한
커리큘럼에, 추가로 TOEFL/IELTS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
합니다.

프로그램 대상

석사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해외 출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 TOEFL/IELTS, GRE/GMAT를 치르지 않은 자(혹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요건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

성공적인 대학원 진학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USC 입학 상담원은 학생의 미국 대학원 입학/편입을 돕기
위해 목표를 설계하고 미국 유학의 학문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학지원서 작성 부터 시험준비,
일정 계획, 자기소개서 및 에세이 작성, 인터뷰 요청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석사 준비 프로그램의 입학 요건*

• 미국 4년제 학사 학위와 동등한 본국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 학위를 소지

• 중상위 수준의 영어 실력 **(TOEFL iBT 61/IELTS 5.5/TOEFL
iBT 61/IELTS 5.5/PTE Academic 44).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은 석사 준비프로그램(MP) 진학 시 필요한 영어
레벨을 갖추기전까지 집중 영어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6명
우수 교수진 4,600명 이상
학생 및 교수진의 다양성 2위
*최소 요건을 충족은 어떠한 석사과정 입학 허가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어 실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석사 준비 프로그램을 시작하
기 전에 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를 참고하십시오.

석사 준비

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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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간, 비용 및 지원 정보
예비 석사 준비과정 및 석사 준비과정

프로그램 기간 및 비용 *

지원 방법

학기당 14주 과정으로 봄, 여름, 가을학기로 이루어집니다. 조기 지원을 권장합니다. 신청 처리 평균 소요기간:
• 예비 석사 프로그램 6~8주

프로그램 비용: 12,000달러

• 석사 준비과정: 3~5일

대학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 950달러

1. 웹
 사이트에 명시된 마감일 전에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2021년 봄 학기:
2021년 1월 7일~2021년 4월 21일
• 2021년 여름 학기:
2021년 4월 29일~ 2021년 8월 5일
• 2021년 가을 학기:
2021년 9월 9일~2021년 12월 16일

• 예비 석사 프로그램(P-M)
international.usc.edu/pre-masters-admissions

• 석사 준비과정(MP) (수시 모집):
international.usc.edu/masters-preparation-admissions

2.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용(학기당)

• 학부 성적 증명서(P-M 예비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 학사 학위 수료증/졸업장

프로그램 비용: 등록금 및 학업 상담비 포함

• 공인 TOEFL / IELTS/PTE Academic 시험 점수는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계획서 (P-M 예비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 CV/이력서 (P-M 예비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 여권 사본

대학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 수업교재 및 자료, 건강보험,
캠퍼스 시설 이용(보건 센터, 헬스장, 도서관 등), 도착 공항
픽업 서비스 및 출입국 서류 국제 우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됨.

• 재정증명서(Financial statement)

3. 지원비 175달러를 납부합니다.

* 학비와 프로그램 날짜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USC International Academy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지원 마감일까지 공인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시작일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USC International Academy 자체 영어
배치 시험을 치뤄야합니다. 제출한 공인 영어 점수 또는 영어 배치 시험 결과에 따라 P-M 수학 기간이 결정됩니다.

8:1

학생 대 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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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국적 수

28,000

대학원 재학생 수

Academic Resources 학습 자원

CONVERSATION GROUP
(소규모 회화 스터디)

LIBRARIES & COMPUTER LABS
(도서관 및 컴퓨터 센터)

ONE-ON-ONE TUTORING
(1대 1 개인교습)

INTERNATIONAL TEA TIME
(인터내셔널 티 타임)

매주, 방과 후 활동으로 USC 학생과 함께하는 소그룹 영어 회화
스터디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USC
원어민 학생과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영어 회화 실력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는 미국 문화, 대학생활, 시사 문제 및 기타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합니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는 모든 학생들에게 1대 1 영어 교습과 시험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습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교사의 교습을 통해 학생들은 숙제나 기타 영어 학습에 도움을
받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IELTS, TOEFL, GRE / GMAT와 같은
시험이나 에세이, 어휘, 이력서 작성 등을 지도합니다.
"USC와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의 도움으로
영어로 듣고 말하는 실력과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넘어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관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Shelton Shi, Suzhou, Jiangsu

USC 도서관은 학생들이 학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첨단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서관과 컴퓨터 센터는
방대한 서적과 전자 컬렉션을 갖추고 탁월한 서비스와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생 개인 및 그룹 스터디를 지원합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USC에서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학업의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모임 장소를 제공합니다.
티타임을 통해 학생이 겪고 있는 유학생활의 고충이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주제는 커뮤니케이션 및 교우 관계, 향수병이나 USC
생활에 적응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의 강도 높은 과정
덕분에 대학원 진학에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작문 및 독해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Jeffrey Chou, Taipei,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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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파크 캠퍼스 지도(PARK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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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Career Services (USC 취업 지원 센터)
뛰어난 학생과 USC 동문을 글로벌 인력과 연결

학생들과 USC 동문은 캠퍼스와 온라인은 물론 베이징, 홍콩, 런던, 멕시코 시티, 뭄바이, 상파울루, 서울, 상하이 및 타이페이의
9개 해외 사무소를 통해 최고 수준의 커리어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전략적인 컨설팅

USC 취업지원 센터는 입증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조직으로 연결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줍니다. USC Career Services 는 학생들에게 미국 현지나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아카데믹 상담사
및 직업 상담사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리어 목표에 따른 맞춤형 지도
채용 및 네트워킹

맞춤형 커리어 컨설팅 및 코칭

다양한 분야의 취업 박람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용 행사, 취업 및 인턴십 연결 서비스

이력서 검토, 인터뷰 준비, 취업 분야 및 협상 제안
에 맞는 구직 전략에 대한 조언

멘토링 및 모의 인터뷰

교육 세션 및 워크샵

프로패셔널한 커리어 발전을 위한 직접 면담 및
온라인 면담

돋보이는 커버레터 및 훌륭한 이력서 쓰는 방법과
소셜 네트워크 활용 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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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 지원

길잡이 안내

USC는 중국 전역에 걸쳐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국가의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인재를 연결합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USC 중국 취업 지원 센터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에서 취업은 물론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USC 중국 취업 지원 센터는 상하이, 베이징 및 중국 남부의 오랜
사무소와 동문 커뮤니티, 학부모, 교직원 및 중국의 다른 주요 이해
관계자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중요한 산업과 동문을 연결해 줍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외에도 중국 사무소는 이 지역에서 깊고 오랜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기에 USC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USC 중국 멘토링 프로그램
USC 학생들과 동문이 중국에서의 경력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USC 동문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하여
업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중국 TROJAN 동문 토크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USC 동문들은 비즈니스 트렌드,
산업 변화와 혁신, 경력 개발 및 직업 시장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트로잔 패밀리 네트워크는 중국 전역의 수만 명을 포함한 전
세계 43 만명 명 이상의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USC는 아마도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큰 동창회를
갖고 있으며, 동문들은 서로를 돕습니다. 오늘날 USC는 미국
대학 중에서 중국 최고의 브랜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펑 덩 93년도 석사 졸업생
베이징에 있는 글로벌 벤처 캐피털 회사 NLVC(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 창립 매니징 디렉터

USC는 USC 학생과 동문을 위해 국내외 취업 기회를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 고용주와의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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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USC에서의 생활

미국 서부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는 글로벌 창조와 혁신, 산업, 문화 등 다분야의 세계적 중심도시입니다. 이 “천사들의 도시
(CITY OF ANGELES) ”에는 활기찬 비즈니스 환경과 더불어 다양성과 독특함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기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캠퍼스 생활

학생들은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거대한 도시 중심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USC에서 전통적인 미국 대학캠퍼스의 아름다움과 평화로
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학생들은 다양
한 기회가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면서 캠퍼스 생활에 참여하고 지
역사회를 배우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개의 도서관, 컴퓨터실(일부는 연중 이용 가능), 공원,
피트니스 센터, 올림픽 수영장, 식당 및 카페
• 의료, 건강 상담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위한 학생보건센
터학문, 직업, 사회, 예술 및 영적 관심 사항을 배울 수 있
는 1000개 이상의 학생 조직
• 스포츠 이벤트, 강의, 컨퍼런스, 예술 공연, 영화 상영관 등

천THE CITY OF ANGELS(천사들의 도시)천사

• USC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대의 고용 능력을 갖춘
사립 기관입니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로스앤젤레스 시는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미국 제2의 광역도시입니다.
• 미국에서 민족과 인종 구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140개 이상의 나라, 224개의 언어 그리고 600여개의
종교 그룹을 대표하는3백만명 이상의 이민족 거주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미국 최초의 혼합 도시입니다.
•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어떤
시대나 다른 도시보다 많은 예술가, 작가, 영화 제작자,
배우, 무용가 및 음악가 등이 거주, 활동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 로스앤젤레스에는 미국 최다수인 61개의 박물관과
1,000여개의 예술 공연 단체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는 아열대성 기후로 연중 292일의 맑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 76마일의 해안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4개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천 마일의 자연 탐방로가
사방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14

USC International Academ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3415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89-0875
Tel: +1 213 740 0080
V12.20

info-international@usc.edu
international.usc.edu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아시아 입학 사무소
Room 601, Beijing Jingguang Center Office
Building,
Hujialo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 10 5994 4925
info-international@usc.edu
usc.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