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립대 (버팔로)
앞서가는 주립대학: 1846 년 세워진 뉴욕주립대(버팔로)는 미 동부 명문주립대학교 중 하나로, 64 개의뉴욕주립대
시스템 중 가장 오랜 전통과 큰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하고 심도있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B 는 미국대학협의회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의 회원으로 미국 내 연구중심 주립대학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렴한 주립대학 중의 하나로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진 및 학위 과정: UB 는 2,000 여명의 저명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95 퍼센트는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UB 는 교양 및 과학 학부 (College of Arts and Science) 와 아래의 12 개 전문 단과대학에서 300 여개의 학부,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rchitecture & Planning
Dental Medicine
Education

Engineering & Applied Science
Health Related Professions
Medicine

Law
Management
Social Work

Nursing
Pharmacy

등록학생수: 약 29,000 여명 (세계 100 여개 국가의 약 5,000 여명의 유학생 포함)
입학요구사항: 외국 지원자의 입학 여부는 다음의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1) 성적 증명: 응시자의 성적 증명서
(2) 영어 숙련도:
a. TOEFL 550 점(PBT) 79 점(IBT) 이상 또는 IELTS 6.5 점 이상(IELTS 의 경우 각 영역별
점수 6 점 이상 요구).
b.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지원자에 한해서 영어 최소 성적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조건부 입학을
허가하고 있으며, 조건부 입학을 받았을 경우 첫 학기에 교내 영어 수업 수강이 의무화
되어있음. 조건부 입학을 위한 영어 숙련도 시험 점수는 TOEFL 523-549 (PBT), 70-78 (IBT),
또는 IELTS 6.0 이상 (IELTS 의 경우 각 영역별 최소 점수 5.5).
c. 대학원생의 경우 최소 점수는 각 학과별 기준에 따름.
(3) 표준화 시험: 학부 신입생 지원자의 경우 SAT I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천함.대학원
지원자의 경우 각 학과별로 GRE 또는 GMAT 과 같은 성적을 요구하기도 함.
(4) 재정지원: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게 되는 모든 외국 지원자는 입학허가서 (I-20) 발급을
위해 재정지원 서류를 제출 해야 함.
응시과정: 학부 응시자의 경우 유학생 입학부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dmissions)에서 수시접수 가능하나
추천 접수 기간은 가을 학기 지원일 경우 2 월, 봄 학기의 지원일 경우 10 월. 대학원 과정의 경우 각 학과별로
접수하며 최종 접수 일은 학과별로 상이함.
오리엔테이션: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학기 시작 일주전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의무적으로 참석 해야함.

학기제도: 가을학기 (8 월말 부터 12 월중순 까지)와 봄학기 (1 월중순 부터 5 월초 까지)
각 15 주씩의 두 학기로 구성 되어있고 몇 개의 짧은 여름학기들 (5 월초 부터 8 월말 까지)이 있습니다.
수업료 및 학비:

수업료

필요비용/주거/식사

총액 (봄&가을 하기)

학부

$24,180

$19,079

$43,259

대학원

$22,210

$18,435

$40,645



위의 비용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교제및 개인비용은 제외 된 것임.

영어연수: 학기 시작 전 영어연수를 원하는 경우, 영어 연수원(ELI) 에서 집중 영어연수
프로그램(가을, 봄 및 여름학기)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화: (716)645-2077
E-메일: elibuffalo@buffalo.edu

팩스: (716)645-6198
웹사이트: buffalo.edu/eli

주거: 신청순서에 따라 학교 기숙사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와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학생은 신청서와 보증금을 가을학기 마감일 (5 월 1 일) 또는 봄학기 마감일(10 월 1 일)
까지 제출하면 입주가 보장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 buffalo.edu/campusliving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F 혹은 J 비자 소유자는 학교 내에서 제한된 시간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캠퍼스: 버팔로 근교 Amherst 시내에 위치한 UB 캠퍼스는 현대식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등 최신 컴퓨터 등 최첨단의 기자재를 갗추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 25 개의 유학생 클럽과, 음악, 영화 등 250 여개의 다양한 학생 클럽이 있으며
학교 내 체육시설 및 오락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팔로 지역: 뉴욕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버팔로 지역은 4 계절 기후의 변화와,
도시의 편안함과, 작은 마을의 친근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곳이며, 적정한 가격에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 유학생들에게 환영 받는 지역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위치: 나이아가라 강을 사이로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버팔로는 뉴욕시, 워싱턴 DC,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등 대도시들과 비행기로 1 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학교에서 차로 20 분 거리, 문화 중심지 토론토는 1 시간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부

대학원

International Enrollmen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411 Capen Hall

408 Capen Hall

Buffalo, N.Y. 14260-1604, U.S.A.

Buffalo, N.Y. 14260, U.S.A.

Tel: (716)645-2368 Fax: (716)645-2528

Tel: (716)645-3482 Fax: (716)645-6998

E-메일: intiem@buffalo.edu

E-메일: grad@buffalo.edu

Website: buffalo.edu/ApplyUB

Website: grad.buffalo.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