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 교류대학 소요 소요경비(2016-2017)
* 하기 경비는 예상치이며, 2016-2017 학년도 소요비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2016 봄학기 기준 정보가 기입되어 있기 실제 비용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국가

1

2

대학명

Tuition / 학기

추가 Fee/학기

보험

장학금

기숙사

Angelo State University

약 $4,000
(12학점 기준+ 등록Fee를 포함)

International Student Fee : $150
Installment fee($30)
교재비($600)
P.O Box($23.5)
Parking fee 등

한국 보험 가입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In-State Tuition 적용)

$3,536 ~ $4,910 / 학기 (Meal Plan 포함, 평균 $4,000)
Application fee $200 / 학기

약 $3,500
(12학점 기준 + 등록Fee포함)

Application Fee: $15
Clemency Fee : $15
Honors Fee : $50
International Student Fee : $350
International Health Screening Fee : $250
Books : $500

가을학기 (8월 ~12월): 약 $
410 (최소 $350)
봄학기(1월 ~ 5월) : 약 $ 573
(최소 $250)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In-State Tuition 적용)

$2,140~2,550 / 학기
Meal Plan 별도 : $1,390 ~ $1,670

Troy University

약 $3,500
(12학점 기준)

Application Fee : $30
Registration Fee: $50
General University Fee : $39/학점
Dining Fee : $275 + tax (비기숙사 거주자만 해당)
Housing Application Fee : $100

봄학기 : 약 $1,185
가을학기: 약 $725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Out-of state Tuition과 In-state tuition
의 차이 금액)

$ 3,264 ~ 4,994 (Meal Plan 포함)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교환학생 : 약 $11,000
복수학위 : 약 $11,000 ~ 13,500
기타연수(인턴십 참가) : 약 $6,800
기타연수(인턴십 불참) : 약 $6,300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 $1,000

$863/학기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교환학생 $9,000/학기,
복수학위 $6,500~9,500/학기)

$4,800 /쿼터
(여름쿼터의 경우, $7,600)

Application Fee : $200
Housing Placement Fee: $200
Student Service Fee : $150
Books and supplies - $ 100-350
(fees vary by courses)
*http://www.iep.ucr.edu/programs/pathways.php
*blog.naver.com/ucrextension

$ 45 / week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 $1,000/쿼터)

Fees : $410
Book and supplies : $500

$1,783.64 ~ $1,928.66 (봄학기
기준)
가을학기의 경우 약 $80정도
더 저렴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학기당 Tuition 약 $15,400 중
15% 해당액 장학금 지급)

기숙사 : $4,500 ~ 6,500 (Meal Plan 포함)
Application Fee : $25
Deposit : $100
Off Campus 숙소 : 약 $750 ~ 1,500/월
(식비 약 $600/월 별도)

가을학기 : $1,992
봄학기 : $1,333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Resident Tuition 적용)

$3,811 ~ 4,879
Meal Plan 별도 : $2,150 ~ $2,450

Arkansas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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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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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복수학위, 기타연수(인턴십 불참)
: $5,608(1주 14식 포함)/학기
기타연수(인턴십 참가)
: $6,680(1주 14식 포함)/학기
Dormitory- $51(studio)/일
$49(single)/일
$28(double)/일
http://www.ucr-iv.com/
Homestay- $900/월
$30/추가 1일당
(1쿼터당 12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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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약 $13,090
(12학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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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Rhode Island

$6,431
(12학점 기준 + 등록 Fee포함)

8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약 $13,204.36
(12학점 기준+ 등록Fee를 포함)

Books and supplies : $450

가을학기(8월 15~1월 14일) :
봄학기(1월 15일~8월14일 :
$6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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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3,195.00
(12학점 기준)

가을학기: $1,488.45
봄학기: $1,790.03

가을학기: $763.95
봄학기: $1,065.53

어학연수 : CAD2,430

Books and supplies : CAD200

CAD $207

$ 5,061
Meal Plan 별도 : $3,525
좌측 Tuition에 장학금 기반영
( In-state Tuition의 150%)

$4,737.00
Housing : http://www.unk.edu/offices/reslife/
Meal Plan :
http://www.unk.edu/offices/id_card/meal_plan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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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Grenfell Campus

약 CAD1,711 ~ 1,821
Meal Plan 별도 : CAD450 ~ 2,000

11

호주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https://www.qut.edu.au/international/study-abroad-and-exchange/qut-and-brisbane/life-in-brisbane/cost-of-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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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파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SAF재단 회원 대학

SAF Korea 웹사이트 참고(SAF Korea 웹사이트 http://korea.studyabroadfoundation.org ☞ 가운데 상단의 [SAF 프로그램] 클릭 ☞ 왼쪽 하단의 [SAF Program Fees 클릭] ☞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