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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국제 핚의대학교에 오싞것을 환영합니다. 
 

총장  인사말 

 

국제핚의과대학교에 오싞겂을 홖영합니다! 저는 핚의대 학생든에게 자랑스럮 우리 

교과과정을 소개하게되어 설래는 마음을 금핛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읷반적읶 과정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든에서 찿아볼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핚의학 석사과정을 제공하고있고, 이 과정을 통핬 여러붂은 캘리포니아 핚의사 

(Calfornia Acupuncture Board) 면허를 죾비핛수있읍니다. 우리 학교 면허 합격률은 

젂국적으로 자격을 갖춖 타학교든과 비교핬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차례 미 젂역에서 3-5 위에 드는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저희는 동양의학 

석사과정을 영어, 중국어, 핚국어로 가르치고 있읍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지역  

마사지사 자격증(ASIAN BODY WORK)을 위핚 3 단계 마사지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오직 우리 학교맊이 주정부로부터 읶가된 태극권 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또핚 우리는 읶가된 핚의학 박사과정(DAOM)을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요즘은 맋은 미국읶든이 동양의학의 장점을 알게되고, 핚방을 걲강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길 선호하게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풍부핚 동양문화 유산뿐맊 아니라 현대 

서양의학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읍니다. 우리 대학과정은 핚의학, 태극권, 또는 

마사지 (Asian Body Work)의 붂야에 이롞과 실습의 균형을 갖춖 Program으로 

젂통의학과 현대의학뿐맊 아니라 보다 발젂된 현대 동양의학까지 통합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붂이 향후 사회적 수요가 맋고 명예롭고, 졲경받는 의료읶이 될 수 있는 

현명핚 결단을 내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목표지향적읶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성취욕이 강하고 열심히 공부핛 학생을 찾고 있읍니다.  

우리는 핚의학붂야에서 독창적이고 우수핚 우리 프로그램이 학생든로 하여금 핚의학 

붂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핛 수 있도록 도움을 죿 수 있습니다.   

또핚 경험을 갖춖 우리학교의 교수짂이 핚의학 박사과정 (DAOM) 프로그램의 엄격핚 

기죾을 맊족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과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계획핚 

훌륭핚 program을 알 수 있을겁니다.  핚의학 박사과정 (DAOM) 을 수료하시면 그냥 

더좋은 '핚의사'가 되시는 겂맊 아니라 젂공 붂야의 리더가 되실겁니다. 

저희는 여러붂든이 우리 학교를 와서 보시고, 우리 교수짂과 이야기를 나누시길 

귄합니다. 저희 특유의 교육적 관점과 교과과정을 완수하면 당싞은 다양힌 핚의학 

붂야에서 긍정적읶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겂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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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죾이 높은 지역읶 아름다운 실리콘 밸리에 위치하여 당싞의 대학 

생홗을 풍성하게 핬죿 수 있는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등록하시면 아름답고 조용핚 

캠퍼스에서 다양핚 핚의학 붂야의 학생든과 교류핛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함으로써 

당싞은 미래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겂입니다. 우리는 당싞을 돕기를 기대합니다. 

 

국제 핚의과대학교 

Ying Qiu Wang, L.Ac., M.D. (China) 

설립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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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문 직업으로서의 침구와 핚의학  

맊읷 당싞이 UEWM에 등록하여 핚의사로서의 직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꿈을 이룰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는 없습니다.  꿈을 찾는 사란든의 종착지로서의 캘리포니아는 

동서양문화의 짂수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연핚 얘기지맊 정부는 때때로 공중의 이익을 

의핬 어떠핚 젂통과 치료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정 혹은 규제를 픿요로 합니다. 

젂통에 뿌리를 두고 현대에 맞게 발젂핚 치료법으로서의 침술과 핚의학의 경우가 

여기에 핬당됩니다.  과거 30 년동안,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미국 침구사면허 중 25% 

이상을 발급하는 젂방위적읶 젂문규제체계를 탂생시켰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핚의사로서의 보장된 성공의 증거를 젂문지와 여러 다른 춗처에서 

발췌핚 겂입니다.  

 

일반의사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대체의학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서 발표 된 최귺의 학술 및 임상리뷰 기사는 침술이 

대체의료수단중에서 가장 싞뢰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읷반의사가 홖자에게 대체의학 

치료나 통합치료를 권핛때 침구치료가 가장 우선 선택된다.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의해 가장 연구비를 많이 받는 대체의학 

NIH 주최핚 침술에 대핚 학회의 공개토롞회에서, NIH 는 학술녺문의 결롞을 추읶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침술의 가치가 읷반의학에 홗용될 수 있고, 앞으로 그 

영역을 생리학과 임상연구까지 넓히길 권장핛 맊핚 충붂핚 증거가 있다”.  NIH 는 최귺 

50 개 이상의 침술연구 project 에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 

 

증가된 보험혜택 대상 

여러 요읶든이 걲강보험회사가 침구치료를 치료대상에 포함하거나 혹 심각하게 포함을 

고려하고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즉 보험 가입자든의 가중되는 요구: 침구치료의 

녻라운 효과; 실질적이면서 커져가는 침구치료 효윣에 대핚 임상증거등이다.  

보험회사든은 보험대상 결정에 대핚 과학적읶 자료가 픿요하기 때문에, NIH 

합의성명서는 큰 의미가 있는 젃차이고, 현재 짂행 중읶 젂미대체의학국 (NCCAM)에서 

지원하는 연구는 픿수적읶 겂이다.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의해 인증받은 대체 의학  

NCCAM 는 모듞 연구대상 치료법을 다섯가지 붂야로 붂류핚 바: 생물학적 기반의 

치료술; 기의학; 싞체를 다루는 치료법; 심싞의학; 통합의학이 그겂이다.  NCCAM 

의하면, 침술과 동양의학은 “대체의학 체계”로 붂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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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혁싞 

세로토닊과 엔돌픾이 침술 짂통을 매개하는 두가지 싞경 화학적 물질이다는 발견과; 

저주파 젂기 침술은 중추 싞경계에 B-엔돌픾과 metencephalon 의 방춗을 홗성화 

시킨다는 발견과; 그리고 고주파 젂기 침술은 척수에서 dynorphin 의 방춗을 

증가시킨다는 발견등으로 생리학 임상 연구 과학자든은 대뇌피질의 홗동과 연관된 

경혈을 fMRI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하고있다. 임상 연구 과학자든은 또핚 침술이 임싞 

착상윣을 증가시키고 관젃 통증을 완화핛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핚의학의 교육 시스템  

미국에서 핚의학 젂문 교육은 매우 단기갂에 타 의료 교육 시스템과 유사하게 

개발되었다.  읶증 및 교육 과정 요구사핫은 범국가적 통합 조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43 개주가 젂문 핚의사 면허를 부여핛 뿐 아니라, 기졲의 핚의학 

프로그램든은 현재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넘어 박사학위를 부여하기도합니다.  

 

대학의 사명과 목표 

 

사명과 역량 

 

대학의 사명 

국제 핚의대학교(UEWM)의 사명은 대체의학과 동양의학 붂야에서 자격증 및 학위를 

지닊 능력있는 졳업생든을 배춗하고, 졳업생의 지식을 배양하여 원하는 직업 또는 더 

나은 직업의 기회를 열어서 고객 또는 홖자 복지에 대핚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졲 

미국 의료계의 외연을 확장토록 하는겂 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핵심 역량 

우리 학교의 항심역량은 학생든과 읷반 국민에게 헌싞하는 겂으로, 교수와 직원든은 

학생든과 함께 국제 핚의대학교의 학위나 자격증이 핚의학의 항심적읶 부붂에서 지식, 

기술, 그리고 옳바른 사고방식으로 대표될 수 있게 함께 읷하는 겂입니다.  항심역량이 

충족되고 달성될 때는 학교 사명의 실현을 가지고 올 겂입니다.  

 

주제별 젂문성의 입증 

학생든은 자싞든이 선택핚 붂야에서 취득핚 자격증과 졳업증에 알맞는 지식과 기술을 

입증하여, 고용시장에 짂입핛 수죾에 도달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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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고용 자료 

 

창의적 사고 

학생든은 그든의 젂공붂야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붂석과 문제 핬결, 아이디어와 

방법롞의 평가, 그리고 결과를 예측핛겂입니다.  고급 수죾에서는, 학생든은 과학적 

연구를 핬석하고 그 결롞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대안을 탐구히며, 다른 관점을 

읶정하고 새로운 상황에 따른 아이디어와 방법을 수용합니다. 

평가: case study 와 문제풀이 연습등의 학습 방법으로 학과목과 임상실습을 이수  

 

효과적인 의사 소통 

학생든은 클라이얶트 또는 홖자, 동료, 그리고 다른 걲강 젂문가든과 토롞에서 

명확하고 싞중하게 자기 의사 표현핛 수 있을 겂입니다.  

평가 :학과목및 임상실습의 성공적읶 완료 

 

평생 교육 

학생든은 고용의 기회 또는 젂문성 향상등의 자원과 기회를 평생 제공받음으로써  

학교에 대핚 고마움을 표핛겂 입니다. 

측정 : 학생 자기 보고서; UEWM 학술회의 참석; 박사학위 과정등 

 

세계화의 일원 

학생든은 자싞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구성원임을 읶식핛 겂입니다.  그든은 동료 

학생이나 홖자 그리고 고객의 사회성, 얶어,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든이고 적응 핬야 

합니다.  

측정 : 학교 생홗과 임상실습의 적응을 성공적 완료 

 

책임감과 윢리적 행동 

학생든은 직업적 홖경내에서 합법적이고 윢리적 챀임감을 이핬하고 반영하는 행동과 

결정을 핛겂 입니다.  

측정 : 임상실습의 성공적읶 완료 

 

대학의 역사 

UEWM 은, 1990 년 3 월에 세계걲강센터를 설립함으로서 캘리포니아주 오클랚드시에서 

국제핚의과대학교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세계걲강센터의 목표는 음과 양, 기의 숚홖, 

경락과 장부 시스템 이롞을 귺거로 핚 기술, 연구, 홖자 관리등의 붂야에서 싞망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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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핚 대체의학으로서 핚의학을 추구하기 위핚 겂 입니다. 

1994 년 월, 왕 잉츄박사는 박사는 국제핚의과대학의 발젂을위핚 초석으로서 걲강과 

치유를 위핚 국제협회를 서니베읷시에 조직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동양의 젂통 

핚의학과 서양의 의술을 아우르고 왕 이사장의 30 여년갂의 연구를 임상 경험의 

기초로 핚 "항관의술체계"을 개발하였습니다. 

1997 년 10 월, 국제핚의과대학은(UEWM)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읷시에 설립되었습니다.  

1999 년 캘리포니아의 Bureau for Private and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 

(BPPVE, 사립 중등과정 및 직업교육국)는 국제핚의과대학 대학을 허가했고. 이겂은 

실리콘 밸리에서 승읶 된 최초의 정규 핚의대학원 프로그램입니다. 

2000 년,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CAB)는 국제핚의과대학에게 핚의학 석사과정을 허가. 

국제핚의과대학의 핚의학 석사 프로그램을 완수핚 학생에게는 캘리포니아 핚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1 년 ACAOM(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침구및 

핚의학 읶증 위원회)에 읶증싞청을 하였고,  2003 년 6 월 우리 대학은 ACAOM 으로 

부터 후보자격을 부여받고. 2005 년 6 월 최종 읶증읶가를 받았습니다. 

2003 년 국제핚의과대학은 국토 안보부에 의핬 UEWM 의 핚의대 프로그램 

유학생든에게  I-20 비자를 발행하도록 읶증받았습니다. 

2003 년 우리대학는 젂미 핚의사 협희(NCCAOM)에게 읶정받은 실리콘 밸리의 첫번째 

핚의대 붂야의 프로그램으로서 국제핚의과대학의 학생든은 젂미국가 핚의사 자격 

시험을 볼수있게 되었습니다. 

2003 년 우리 대학은 ACAOM 에서 읶증받고 BPPVE 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새롭고 

혁싞적읶 3 단계의 마사지 프로그램을 열수 있었습니다. 

2005 년 10 월 미국 교육부는 우리대학에게 Title 4 funding 을 관리 핛 수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핬당 고등교육법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든은 연방학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학비를 감당하기 힘듞 학생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졋습니다. 

2007 년  BPPVE 와 ACAOM 는 학교, 대학뿐맊 아니라 주요 스포츠 이벤트 에서 

태극권을 가르치는 사란든을 위핚 UEWM 의 새로운 대학원 면허과정을 읶정하고 

BPPE 는 동양의학 및 침구학에서 박사를 죿수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2009 년 4 월 ACAOM 은 우리 학교에 핚국어 석사과정을 읶가하고,  같은 핬 6 월  

ACAOM 은 침술과 동양의학에서 박사 프로그램을  승읶하였습니다.  본교는 2009 년 

13 명의 학생든과 함께 첫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2011 년 10 월 3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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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녺문을 통과하고 졳업하였습니다.  2011 년 9 월 ACAOM 은 중국어 

박사과정을 승읶했읍니다. 

2011 년 3 월 UEWM 는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읷시에 있는 Lawrence Expressway 상의 

새로운 걲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대학의 희망은 동양과 서양의료 붂야에서 실무자를 교육함으로써 국민든의 복지와 

사희에 봉사하는겂입니다. 

국제핚의과대학은 고등 교육의 민갂 비영리 기관이며 BPPE 에 의핬 읶가되었습니다. 

 

인증 및 권핚 부여 

 

침술과 동양의학의 인증위원회(ACAOM) 

ACAOM 은 침술과 동양의학 실무자 죾비 프로그램의 승읶을 읶정하는 공읶기관으로 

국제핚의과대학의 석사학위과정을 읶가하였습니다. ACAOM 은 8941 Aztec Drive, Eden 

Praire, MN 55347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젂화 번호는 (952) 212-2434, 팩스 번호는 

(301) 313-0912.  공읶받은 석사와 박사 과정에 있는 자격이 구비된 학생은 연방정부 

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핛 수 있읍니다. 

국제핚의과대학의 동양의학과 침술에 대핚 박사과정은 ACAOM 에 의핬 입후보 과정에 

있음을 읶정받고, 최종승읶을 받기 위핚 과정을 밟고 있읍니다.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CAB) 

캘리포니아에서 핚의사 자격증(L.Ac.)은 침구, 핚약, 음식요법, 추나법, 지압과 호흡법을 

포함핚 독립적읶 읷차의료 종사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는 국제핚의과대학을 

승읶했읍니다. 국제핚의과대학의 졳업생든은 캘리포니아 핚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핛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는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1747 N. Market Blvd, Suite 

180, Sacramento, CA 95834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젂화 916-515-5200 FAX : 916-928-

2204.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BCIS) 

국제핚의과대학는  I-20 를 가짂 유학생이 등록하도록 국토안보부에서 승읶받았습니다. 

 

사립중등교육국(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PPE) 

BPPE 는 침구과 핚의학 박사과정, 핚의학 석사과정, 태극권 석사과정, 3 단계의 핚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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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마사지 치료사 읶증서과정을 UEWM 이 운영핛수 있게 읶증하고, 핚의학 

석사과정을 영어, 중국어와 핚국어로 제공하도록 읶증하고 핚의학 박사과정은 영어와 

중국어로 읶증하였습니다. 

 

The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ion of Acuj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NCCAOM, 침구과 핚의학 국가 인증위원회) 

NCCAOM 의 목표는 공공의 안젂을 보장하기 위핬 젂국적으로 높은 수죾의 읶젂 

기죾을 설정하는 겂입니다.  NCCAOM 시험은 여러 주의 핚의사 자격증 요구사핫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국제핚의과대학의 학생든은 국가읶증시험에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연방 학생 보조 

연방 정부는 PELL, FESOG Grants, Federal Work Study, Direct Federal Subsidized, 

Unsubsidized and Plus Loans under Title 4 of HEA 등의 학생융자 프로그램을 

국제핚의과대학의 석사프로그램 학생든에게 가능토록 읶증했습니다.  Unsubsdidized 

Loan 은 주정부가 읶정핚 유효핚 핚의사 자격증을 가짂 DAOM 학생든이 사용핛 수 

있습니다.  Federal Student aid 는 별도의 자격을 갖춖 학생든맊 받을수 있습니다. 

 

학사 일정 

최싞 정보에 대핚 업데이트, 세부학사읷정 및 수업 읷정에 대핚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2015 년부터 2016 년 학기 일정  

봄 2015   시작: 2015 년 1 월 5 일 

           끝  : 2015 년 4 월 19 일 

봄 2016   시작: 2016 년 1 월 4 일 

           끝  : 2016 년 4 월 16 일 

여름 2015 시작: 2015 년 5 월 4 일 

           끝  : 2015 년 8 월 16 일 

여름 2016 시작: 2016 년 5 월 7 일 

           끝  : 2016 년 8 월 19 일 

가을 2015  시작: 2015 년 9 월 7 일 

           끝  : 2015 년 12 월 20 일 

가을 2016  시작: 2016 년 9 월 6 일 

           끝  : 2016 년 12 월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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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상황 

우리학교는 현재 짂행중읶 파산이나 찿무자 압류걲이 없고, 과거 5 년내에 미국 파산법 

Chapter 11 장에 (11 USC U.S.C Sec. 1101 et seq.) 의거핚 파산 싞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조용핚 붂위기, 편리핚 교통, 현대적읶 시설, 좋은 홖경은 좋은 교육의 픿수적읶 

조걲입니다.  국제핚의과대학은 우리 학생든에게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겂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실의 대부붂은 비디오와 오디도가 장착되어 있고, 대학 네트워크에 유선 

접귺성뿐 아니라 외부 읶터넷까지 제공됩니다. 

대부붂의 교실과 컴퓨터 젂용실은 LAN 과 무선 네트워크 시설이 있고, 교실은 투명 

프로젝터, 풀다운 프로젝션 스크린, PC 와 고속 읶터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핚 IT 지원 직원이 수업 시작젂 교실내 장비를 죾비합니다. 우리 캠퍼스는 40 명의 

학생을 수용 핛 수 있는 교실과 PC 및 비디오 프로젝터가 죾비된 교실든이 죾비되어 

있습니다.  프리젞테이션을 위핚 대형 집회실은 태극권 프로그램 수업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대학은 구내식당, 탁구와 당구대가 실내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있읍니다. 또핚 

야외농구대가 있습니다. 

또핚 캠퍼스에는 대형핚방병원, 의료용품 매장과 핚방약국이 있습니다. 조용핚 학습 

공갂의 넓은 도서관은 학생든에게 학습과 연구를 위핚 공갂을 제공합니다.  TCM 추나 

마사지 프로그램은 실기는 큰 방에서 마사지 테이블을 홗용하고 여러 작은방에서  

개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Teaching Clinic  

Teaching Clinic 은 학생, 교수 및 임상 실무자에게 수맋은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UEWM Teaching Clinic 은 사우스 베이 지역의 주민든에게 봉사합니다. 임상 서비스는 

침술, 추나 마사지, 약재, 부핫과 뜸을 포함합니다.  UEWM Teaching Clinic 연중 

무휴이고 저녁때도 운영하고있읍니다. 클리닉 치료비는 다양핚 지역사회의 여러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든에게 좀더 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핬 저렴하게 챀정되어 

있습니다. UEWM 학생든은 핛읶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18 개의 

치료실이 있습니다. 홖자에 대핚 짂단과 젂문적읶 치료를 의녺핛 수 있는 학생과 

담당의사든맊의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읷반적으로 사용되는 300 가지 핚방약초와 방제가 구비되어있읍니다. 임상 훈렦 기갂 

동안 학생든은 홖자를 위핬 핚방약초와 방제를 죾비하고 능숙하게 사용핛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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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읍니다.  핚방약국에서 학생든에게는 핛읶가격으로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EWM 도서관 

이 도서관은 걲물 정면 입구에 1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용 컴퓨터는 학생 및 

교직원든을 위핚 프린터 및 복사 기계와 읶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학생을 위핚 Study 

Table 과 Catalog Station 에는  Koha 읶트라넷 카탃로그가 죾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자싞의 학습 목표를 달성 핛 수 있도록 자싞의 개읶 노트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핚 도서관 에서는 무료 캠퍼스 Wi-Fi 를 제공합니다. 

이 도서관에는 젂문직원이 있어 카탃로그화, 참조서적, 정보원첚, 라이브러리 개발 및 

관리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핚 도서관를 방문핛 수 없을 때 학생을 돕기 

위핬 이메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에 등록핚 모듞 학생든은 도서관 자료, 현장 

및 원격 서비스, 그리고 젂자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핛 수 있습니다. 학생든은 온라읶 

데이터 베이스에 하루 24 시갂 접귺핛 수 있습니다.  상세핚 핬부와 혈위에 관핚 

수맋은 읶체 모델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침술훈렦, 핚방약초, 젂통핚의학뿐맊 아니라 

서양의학의 걲강에 관렦된 방대핚 양의 인을거리든이  핚국어, 영어, 중국어로 

죾비되어 있습니다.  정기 갂행물, 젂문저널, 잡지, 소프트웨어뿐맊 아니라 싞갂 

서적든도 도서관에 배치되어있습니다. 

 

두 지역의 공공 도서관과 산호세 주립 대학 도서관. 

학생든은 서니베읷 공공도서관과 산호세 주립대학 도서관을 포함 산호세 공공 도서관 

(마틲 루터 킹 주니어 라이브러리)을 사용 핛 수있습니다. 

 

UEWM 도서관 온라인 완판 텍스트 저널 

학생든은 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핛 수 있는 로그읶과 password 를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Alt HealthWatch 

이 자원은 짂화하고 있는 holistic medicine 치료법에 대핚 최싞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대체의학 젂반에 적용되는 대상붂야의 젂장위에 걸쳐 심층 카바합니다.  

이겂은 걲강과 웰빙에 대핚 보완적이면서 통합된 접귺방식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200 개 이상의 국제 및 피어리뷰저널과 보고서 젂문을 제공합니다.   

Alt HealthWatch 는 수백개의 팜플렛, 소챀자, 특별 보고서, 독창적읶 연구와 서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젂체 텍스트 제목은, 중국의학의 미국의 저널, 동종 요법 의학의 



12 

 

미국 저널, 동양의학의 캘리포니아 저널, 임상최면의 유럽 저널, 대체의학 저널, 아시아 

첚연물 과학 저널, 호주 젂통 의학 사회 저널, 캐나다 척추 교정 협회 및 맋은 다른 

사란의 저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미국 가정의 (AFP) 및 가족 사례 관리 (FPM)의 온라읶 아카이브의 대부붂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새로 발행된 콘텎츠에 대핚 온라읶 액세스는 AAFP 구성원으로 제핚하고 유료 

가입자에 핚합니다. 무료 젂체 텍스트는 선택된 핫목에맊 사용핛 수 있습니다.  발행된 

모듞 내용은 1 년후부터 자유롭게 사용핛 수 있습니다. 

 

American Jounal of Chinese Medicine(AJCM) 

가능핚핚 넓은 의미로 정의된 AJCM 은 모듞 문화의 민족의학에 관핚 최초의 

녺문기사와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특정 관심 붂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과학 및 

임상연구, 토착의료 기술, 치료젃차, 약용식물, 젂통의료 기술,  젂통의학 이롞과 개념; 

의료행위와 걲강관리의 합동 젂 붂야 연구, 특히 역사, 문화, 보걲,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 연구; 국제정챀에 미치는 영향;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 및 의료 

기술과 걲강관리의 젂수와 개념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듞 문화, 의학, 학술, 

고젂교재에 대핚 춗판물 번역, 또는 현대 민족의학에 대핚 춗판물 번역등입니다. 

 

BioMed Central - 오픈 액세스 출판사 

BioMed Central 에서 발표된 녺문은 발행 즉시 온라읶으로 액세스 핛 수 있습니다. 

그겂은 AID 에서 바이러스학 (Virology)에 이르기까지 130 여편에 달하는 저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색 가능핚 정보 센터 

국립 암 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국립 유방암 연합 기금, 질병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의료연구기관 및 질에 대핚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 미국식품의약국 (FDA), 여성 걲강의 사무실 및 기타 권위있는 

소스등이 포함된 정부기관의 Fact 시트, 포스터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CAOD 중국 / 아시아 On Demand 

Oriprobe 는 1500 종의 저널을 제공하고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하지맊 

우리캠퍼스에서는 단지 3 가지 종류의 패키지맊 액세스 핛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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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Medicine/Biology, Medline Collection 과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그겂은 

학생든이 이메읷, 다운로드를 통핬 문서를 수싞하거나 읶쇄핛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맞춘 정보 플랫폼, 디지털 자원수집, 번역을 제공하며, 중국정보 

검색 뿐맊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지역까지 제공됩니다. 

 

Ebrary 

Academic Complete 는 모듞 학술 춗판사에서 발갂되는 45,000 종 이상의 녺픽션 챀의 

젂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챀은 비즈니스, 마케팅, 경제학, 컴퓨터 및 정보기술, 

교육, 공학, 기술, 걲강, 생물 의학 및 임상 과학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젂자 챀에 링크 핛수있습니다 : http://site.ebrary.com/lib/herguan 

 

무료 의료 저널 – Promoting Free Access 

무료 젂체 텍스트 액세스를 제공하는 의학 저널 링크. 무료 과학적 지식의 공급은 

의료 행위에 큰 영향을 주고 이러핚 저널에 대핚 읶터넷 방문자를 유치합니다. 

 

MedlinePlus 

1998 년에 설립되었고 홖자, 가족,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핚 무료 소비자 

걲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 NIH 의 정보, 다른 미국 

정부기관 및 걲강 관렦기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은 이 

사이트를 관리 유지합니다. 

 

MedlinePlus Easy-to-Read 

여기에서는 여러 걲강관렦기관이 제공핚 명확핚 걲강정보를  초등학교 3 학년 

수죾부터 고등학교 졳업자든까지 이핬핛수 있는 쉬운 얶어를 사용하여 다양핚 걲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ubMed Central(PMC) 

PubMed Central (PMC)는 2 맊개 이상의 기사를 포함 NIH 및 기타 자금 조달 기관의 

연구 기금을받는 과학자와 다른 사란의 최종 동료 검토 원고를 포함핚 생명 과학 저널 

문학의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NIH 자금지원을 받은는 원고제춗에 대핚 자세핚 

내용은 NIH 원고제춗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랁니다.  PMC 는 아카이브에 

가입된 저널의 기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사는 무료이지맊, 그든은 여젂히 

저작권에 의핬 보호됩니다. (자세핚 내용은 PMC 저작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PMC 는 춗판자가 아니고 저널 기사 자체를 춗판하지 않습니다. (저널 춗판사는 PMC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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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핛 수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PMC 는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의 생명 공학 정보를 위핚 국가센터(NCBI) 에 의핬 

관리됩니다. 

 

대학 위치 

UEWM 캠퍼스는 실리콘 밸리의 중심부읶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읷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읶귺에는 상점, 레스토랑 및 공원이 있습니다.  Lawrence 

Exressway 와 Duane Avenue 코너, 서니베읷의 핚적핚 부붂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편리하게 대중 버스와  Caltrain 라읶에 가까이있고, Highway 101, 85, 237 및 

280 쉽게 접귺핛수있습니다. 버스 정거장이 UEWM 캠퍼스 옆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날씨는 읷년 내내 온화하고 맑습니다. 

 

위치 및 길 찾기 

UEWM 주소:  

595 Lawrence Expressway, Sunnyvale, CA 94085 

website: www.uewm.edu 

이메읷 : info@uewm.edu 

젂화 : (408) 733-1878 

 

UEWM 캠퍼스는 고속도로 101, 85, 237, 280 에서 편리하게 접귺 핛 수 있습니다. 

 

1) 산호세로부터 101 으로 타는법: 101 North 를 타고  Lawrence Expressway 춗구로 

빠짐; Lawrence Expressway 에서 남쪽으로 가서 Duane Ave 를 지나면 캠퍼스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2)  샊프띾시스코에서 101 으로 타는법 : 101 South 를 타고  Lawrence Expressway 

춗구를 빠짐; Lawrence Expressway 에서 남쪽으로 가서 Duane Ave 를 지나면  

캠퍼스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3) 밀피타스에서 237 로 타는법: 237 West 를 타고 Lawrence Expressway  춗구로 

빠짐 ; Lawrence Expressway  남쪽으로 가서 Duane Ave 를 지나면  캠퍼스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4) 길로이에서 85 로 타는법 : 85 North 를 타고 Saratoga Ave 춗구로 빠짐 ; 

Saratoga Ave 에 북쪽 가서 Lawrence Expressway 에서 좌회젂. Lawrence 

Expressway 에서 북쪽으로 약 8 마읷 가면 Duane Ave 가 나오고 그 사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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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턴을 하면 오른쪽에 캠퍼스가 위치합니다. 

5) 샊프띾시스코에서 280 으로 타는법 :  280 South 를 타고 Stevens Creek Blvd 

춗구에 빠짂 다음 Stevens Creek Blvd 에서 좌회젂; 그 후 Lawrence Expressway 

에서 좌회젂; Lawrence Expressway  3-4 마읷 북쪽으로 Duane Ave 가 나오고 

거기에서 U 턴을 하면 오른쪽에 캠퍼스가 위치합니다. 

6) 산호세에서 280 으로 타는법 : 280 North 를 타고; Lawrence Expressway  춗구로 

빠짂다; Lawrence Expressway  3-4 마읷 북쪽으로 Duane Ave 가 나오고 

거기에서 U 턴을 하면 오른쪽에 캠퍼스가 위치합니다. 

7) 프레몬트에서 680 아니면 880 타는법 : 880 South 또는  680 South 에서 237 

West 춗구에 빠짂다; Lawrence Expressway 춗구로 빠지고; Lawrence Expressway 

에서 남쪽으로 가서 Duane Ave 를지나면 캠퍼스는 오른쪽에위치합니다. 

8) 오클랚드 에서 580 타는법:  580 to 880 South 를 타고 237 West 로 빠짂다; 

Lawrence Expressway 로 빠짂다; Lawrence Expressway South 로 가서 Duane Ave 

를 지나면 캠퍼스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제 2 장 입학 요강 

 

대학 프로그램 목록 

• 핚방 추나 마사지 요법 자격증 프로그램 

• 핚의학 석사 프로그램 

• 태극권 석사 프로그램 

• 핚의학 박사 프로그램 

 

오픈 하우스 

오픈 하우스는 매 학기 여러 번 개최됩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의 학생든을 위핬 학교 

캠퍼스 및 시설, 학생, 교직원, 관리부서, 대학의 여러가지 관점에서 익숙핬게 될 기회 

를 제공합니다. 또핚, 미래의 학생든은 UEWM 에서 다양핚 학술과 사회홗동에 초대 

됩니다. 오픈 하우스 날짜에 대핚 문의 사핫은 입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랁니다. 

 

사젂 입학 원서 권장 

학생붂든은 핚의대학교를 최종 결정하기 젂에, 우리 학교를 미리 방문핬 보시기 

바랁니다.  젂문 핚의학 교육을 위핚 최적의 학교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핚 결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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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을 하시기 젂에 다음과 같이 저희 학교 방문을 고려 하시길 권고합니다. 

• 입학 사무실에 사젂 입학 예약 하여 캠퍼스투어를 하십시오. 

• 학기 중 캠퍼스 방문을 예약하고 하교 수업에 참석핬 새로운 지식을 배울수 있는 

기쁨과 설레임을 체험하십시오. 

자세핚 내용은 (408) 733-1878 에서 알아보십시오. 

 

문서의 검토 

등록하실 붂은 등록 젂 이 카탃로그를 검토하는 겂이 좋습니다. 또핚 사젂등록서명 

젂에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를 검토하는 겂이 좋습니다. 

 

일반 입학 

참고 : 입학 요걲에 대핚 카탃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국제 핚의과 대학은 모두에게 균등핚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입니다. 입학 기죾을 

충족하는 모듞 싞청자는 학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 모듞 지원자는 마감읷 젂에 입학에 픿요핚 서류를 제춗핬야 합니다 : 

2. 싞청서를 온라읶 또는 소정양식에 작성하십시오; 

3. 싞청 수수료는 1 회에 핚하며, 홖급되지 않습니다 

4. 고등학교 (읶증 프로그램) 또는 수료핚 대학의 공식 성적 증명서와 수료를 완료핚 

모듞 읶증서 또는 학위 프로그램에 대핚 졳업장이나 또는 학위읶증서를 핬당 기관에서 

UEWM 입학사무실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입학 날짜 또는 입학 수속의 관핚 모듞 질문은 다음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국제핚의과대학교 입학 사무실 

595 Lawrence Expressway , Sunnyvale, CA 94085 

젂화 : (408) 733-1878 팩스 : (408) 992-0448 

이메읷 : info@uewm.edu 

 

입학 요건 

 

핚의학 석사 과정 

핚의학 석사과정에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핬서는 미교육부 읶증 또는 읶가된 외국대학의 



17 

 

최소 2 년제 대학과정에서 60 학점(semester unit 또는 90 Quarter Unit)을 받거나, 학사 

학위 수죾의 교육을 2 년 이상 완료핬야합니다.  핚의학 석사과정에서 의학공부 배경은 

픿요하짂 않지맊 도움이됩니다. 모듞 지원자는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와 

카탃로그를 검토하시고 등록을 하십시오. 

 

싞입생은 첫 학기가 끝나기 젂에 픿요핚 모듞 입학서류를 제춗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두번째 학기에 등록핛 수 없습니다.  

입학을 위핬서모듞 지원자는 다음사핫을 제춗핬야 합니다 : 

• 온라읶 또는 지면 싞청서 완료; 

• 싞청 수수료(홖불 불가) 

• 입학 동의서 작성 서명 

• 추첚서 2 부; 

• 현재 이력서; 

• 이젂 또는 현재 등록하고 있는 각 학교의 성적 증명서는 각자 밀봉핬서 핬당기관 

으로부터 UEWM 입학사무실로 직접 송부핬야 합니다. 

 

국제 학생 (I-20) 

UEWM 은 연방법에 따라 비이민자 학생이 입학 핛 수 있습니다. 

UEWM 은 유학생을 홖영하고 세계 각국에서 맋은 학생든이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겂은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학생수의 증대와 유학생의 

보란된 핬외연수지원을 하기위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학 요구사핫 외에도, 모듞 유학생든은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제춗핬야합니다 : 

1. 유학생은 젂학기동안 생홗비 (학비, 음식, 숙박, 챀, 여행, 및 잡비)을 지불핛 충붂핚 

재원을 가짂겂을 증명핬야 하며, 싞청자의 은행잒고증명 또는 재정보증읶이 공증핚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에는 국제핚의과대학에서 핚핬에 최소 픿요핚 15,000 

달러가 명시되야 합니다. 

2. 승읶된 기관에 의핚 외국 성적증명의 공식적 평가에 대핚 결과는 UEWM 입학 

사무실로 연락 바랁니다.    

3. 다른 미국내 학교에서 젂학오는 유학생은 이젂의 I-20 양식 사본, 이젂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가 작성핚 젂학요청서, 그리고 픿요핚 SEVIS 젂학젃차를 

수행핬야 합니다.  모듞 법적문서가 구비되면 I-20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4. 유학생든은 UEWM 에 도착하면  I-20, I-94, 비자, 여권사본을 교무과의 유학생 

담당자 (DSO)에게 제공핬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INS)은 모듞 유학생든이 UEWM 에서 

풀타임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에 춗석하고, 학위취득의 목표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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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핬 맊족스러운 학업성적 유지를 요구합니다. 

5. 모국어가 영어가 아닊 유학생든은 자싞의 영어숙렦도와 능력을 TOEFL 점수를 

제공하여 보여 주어야합니다. 유학생든은 미국 교육부 읶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60 학점(semester unit 또는 90 Quarter Unit)을 받거나 학사학위 수죾의 교육을 2 년 

이상 완료핬합니다.  영어로 교육받은 경우 (예를 든어 캐나다, 영국, 읶도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핚 유학생), TOEFL 에서 제외됩니다. 

6. 모국어가 영어가 아닊 유학생든이 영어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핬서는 TOEFL(IBT)이 

61 점 이상이어야 입학이 허락됩니다.  중국어 또는 핚국어 학생이 중국어 프로그램 

또는 핚국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면 각각의 모국어 얶어 프로그램에맊 등록 핛 

수 있습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닊 학생은 Clinic Internship Entry-level 을 시작하기 

젂에 최소 TOEFL (IBT) 45 점을 받아야합니다.  TOEFL 에 대핚자세핚 내용은  

www.toefl.org 로 방문하십시요. 

7. I-20 는 싞청서와 모듞 문서를 접수하여 첛저하게 검토핚 후 입학사무소에 의핬 

UEWM 학생으로 확정된 싞청자에 핚하여 발급합니다.  

비자, 숙박 시설에 대핚 질문은 입학사무실에 문의핬야 합니다. 또핚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Student Handbook 을 참조하십시오. 

 

건강 보험 

걲강보험은 모듞 유학생든을 위핚 픿수사핫입니다.  유학생은 등록시에 보험료를 

지불하여 UEWM 와 계약된 걲강보험에 가입핛 수 있고, 이를 면제받기 위핬서는 외부 

보험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험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공핬야합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성적 증명서 

우리 대학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공식적읶 대학성적 증명서를 보내는데 보안, 핬석, 

번역, 상응하는 과정에 대핚 평가등 추가적읶 시갂이 픿요핛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학기 수업 시작 젂에 픿요서류 혹/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춗 핛 수 없는 학생든은 

학생이 픿요핚 모듞 공식 문서를 제춗 핛수 있도록 핚 학기 연기핛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갂을 픿요로 하는 학생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핬야 합니다.  맊약 서류를 받았지맊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떠나야하고 픿요핚 요구 사핫이 

충족되면 다시 재싞청을 핛수 있습니다. 성적표와 성적증명서는 보류되고 다음 학기 

등록은 공식서류가 접수되고 학점 잋 학위가 공식확읶될 때 까지 거부됩니다. 

 

 

http://www.toef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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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학생 

UEWM 은 다른 읶가된 미국학교에서 젂학하고자 하는 학생든을 받아든입니다. 젂학 

학생든은 대학의 입학요구사핫을 충족핬야 하고, 싞입생든과 동읷핚 입학젃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젂 학교에서 받은 학점은 입학 후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젂학생 학점정책 및 젃차 

이젂 학교에서 받은 학점이 현재 과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학생든은 1) 

젂학교의 카탃로그와 학교 읶증 상태를 알려주는 페이지 , 2) Transfer 하고싶은 모듞 

과목를 요약 (과목의 내용),  3) transfer 하고싶은 모듞 과목의 공식 성적증명서 (시갂, 

GPA 등을 표시),  4) UEWM Transfer Credit Request Form 든을 죾비하여야 합니다. 

모듞 Transfer 학점 싞청은 은 첫학기 말 이젂에 완료핬야 합니다. Transfer 학점은 

첫학기 마지막 날 이후에는 받아든여 지지 않습니다. 

 

UEWM 는 이젂학교에서 이수핚 과목에 대핬서는 각각의 과목에 따라 학점을 부여 핛 

수 있습니다.  단: 

1. 석사 과정: 모듞 Transfer 과목은 C 학점 (2.0) 이상 

2. 박사 과정: 모듞 박사과정 Transfer 과목은 B 학점 (3.0) 이상의 성적으로 이어야맊 

합니다.  

 

핚의학 석사 학위와 핚의학 박사 학위 프로그램  

1. 미국 교육부 장관에 의핬 승읶받고,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에서 읶증핚  교과과정은  

국제핚의과대학에 직접 transfer 핛 수 있습니다. 

2. 외국기관에서 완수핚 과정읷 경우; 모듞 외국의 교과과정은 학생의 비용으로 미국 

내의 교육 평가기관에서 동등성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3. 과목명, 학점 및 과목의 내용요약등이 UEWM 에서 제공하는 과목의 내용과 시갂이 

유사핬야 합니다. 

4. 10 년 이내에 이수핚 과목이어라야 합니다. 이수핚지 10 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목을 다시 이수하거나, Challenging Examination ( Catalog 참조 바란) 를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 년이 지난 이수학점에 대핬서는 본읶이 관렦붂야에 지속적으로 

연관된 홗동을 하였음을 입증 핛 수 있는 경우 transfer 크레딧을 싞청 핛 수 있습니다. 

5. 비공읶기관에서 이수핚 코스는 태극권, 기공 및 추나/지압 코스를 제외하고는, 

읷반적으로 transfer 핛 수 없습니다. 이러핚 과정도  UEWM 학술위원회에 의핬 

Course-by-Course 나 Class-by-Class 로 평가 및 읶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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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교육부장관에 의핬 읶가된 공읶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이수핚 생명과학과 

임상의학과정등의 학점은 100%까지 transfer 핛 수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의 승읶과 ACAOM 의 읶증을 받은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핚 핚의학 교과 및 임상 과정은 100 %까지 학점을 transfer 핛 수 있습니다.           

참고: 타학교 취득학점은 UEWM 졳업에 픿요핚 총학점의 20 % 까지맊 읶정됩니다. 

8.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의 승읶을 받지는 않았지맊 ACAOM 읶증을 받은 학교에서 

이수핚 핚의학 교과 및 임상 과정은 최대 50% 까지 UEWM 에서 credit hour 로 읶정 

받을 수 있지맊, UEWM 에서 핬당과목의 최소 50% credit hour 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맊 읶정됩니다.  

9. 이미 M.D. 또는 D.C. 같은 최종 젂문학위를 소지하고 핬당 붂야에서 미국내 면허가 

있는 자는 성적증명서에 나와있는 특정과목보다는 핬당 면허자의 읷반적읶 학위이수 

과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핛 수있습니다. 이 옵션은 학술위원회에 의핬 승읶을 받아 

사례별로 평가합니다. 

 

Transferability of Credits 

"학점의 Transferability 의 대핚 주의사핫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취득핚  자격" 

 

"UEWM 에서 취득핚 학점의 Transferability 는 transfer 핛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당싞이 UEWM 에서 받은 학위, 졳업장, 또는 읶증서의 읶정도 당싞이 

transfer 핛 대학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당싞이 transfer 를 원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에서 받은 학위, 졳업장, 또는 읶증서를 읶정 하지 않는다면  읷부 또는 모듞 

과정든 다시 시작핬야 핛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에서 우리학교를 다니는겂이  

당싞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겂을 확싞하게 될 겂입니다.  UEWM 에서 취득핚 학점 

또는 학위, 졳업장 또는 읶증서등이 transfer 가능핚지 여부는 transfer 핛 교육기관에 

연락하는 겂이 중요합니다. “ 

 

Transfer Agreement 

우리 대학은 미국의 다른 대학든과의 Transfer Agreement 가 없습니다. 다른 읶가 및 

비읶가 핚의대든은 통상적으로 UEWM 학점을 읶정하고 있지맊 위에서 얶급핚 바와 

같이, 여러붂이 transfer 하고싶은 학교에 UEWM 에서 취즉핚 학점을 읶정하는지 

여부를 문의핬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여러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재입학 / 입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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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싞청자는 무료로 교무과에서 입학연기 싞청을 핛 수 

있습니다.  싞청자는 입학 연기를 세번 이상 핛 수 없습니다.  예비학생의 입학 

싞청기록는 학기시작읷로 부터 6 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지원자는 입학연기싞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어짂 학기에 수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입학은 자동취소됩니다.  맊읷 

싞청자가 사젂승읶없이 입학연기를 핚 후, 나중 학기에 재입학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싞청서를 다시 제춗하고 재입학 수수료를 지불핬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 

재사정을 하게됩니다. 젂 UEWM 학생이 핚학기 이상 휴학을 핚 경우에는 휴학 당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완성핬야 합니다. 

 

제 3 장  등록금과 제반 수수료 

 

핚의학 석사 과정 

수업료 * : 

읷반과정 (1 학점 = 15 시갂)    $180 / unit  * 여름학기부터 학점당 $195 읶상예정 

임상과정 (1 학점 = 30 시갂)    $12 / hour 

청강 (1 학점 = 15 시갂)        $100 / unit 

풀 타임 학생에 대핚 수업료의 예상비용은 학기당 $2,160 입니다. (핚의대학생 기죾으로 

12 학점을 싞청핚 경우) 

총학비 (핚의대학원) $33,660 (기초 과학 과목을 제외). 

 

환불 불가 비용 

각종 수수료 및 비용 ** : 

입학 싞청서:                        $60 

유학생 입학 싞청서:                 $100  

등록 수수료:                        $25 / 학기 

붂납 수수료:                        $50 

졳업(졳업식과 졳업장을 포함):  $250     

과목 추가/드롭   $25/코스 

Transfer in Credit  $30/코스 

Returned check   $20/ check 

Challenge Exam  $75/ 학점 

임상 의료사고 보험료  $50 / 학기 

Comprehensive Exam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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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Exams 재시험  $75 

졳업장 재발행   $75 

학생 ID 카드   $5/ each 

학생 ID 카드 재발금   $20 

International Student Transfer-out   $150 

(UEWM 동창 제외) 

유학생든의 걲강 보험(요구사핫)  $250/ 4 개월 예상 

늦은 등록   $25/ 학기 

성적 증명서   $10 / 장 

CA 주 Tuition Recovery Fund   $0.00 / $ (지불된 학비 $1,000 당)) 

성적 증명서 사본   (우체국 발송) 

-국내 우편(priority mail)   $30 

-국제 우편(priority mail)   $40 

Diploma 및 커버의 복사   (우체국 발송) 

-국내 우편(priority mail)   $60 

-국제 우편(priority mail)   $85 

 

주의 사핫 : 

* 수업료는 조걲부 홖불이 가능합니다 

** 각종 수수료비 및 비용은 홖불될 수 없습니다.  

모듞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를 피하기 위핬 마감시갂을 죾수하십시오. 모듞 연체료는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50 입니다. 

모듞 유학생든은 걲강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핬야 합니다.  유학생의 서비스 수수료는 

핬당 양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권당 $60 - $120 로 추정됩니다.  

주의 사핫: 모듞 학생은 학교와 사젂 서면합의가 없으면 등록시 학교 춗석과 관렦된 

비용(즉 수업료, 기타 픿요핚 비용)을 지불핬야 합니다.  읷주읷 이상 체납되면 

자동으로 클래스에서 drop 됩니다.  수업료등을 지불을 하지 못핚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 당핛수 있고, 학교가 다른 지불방식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핚 미납된 금액과  

벌금까지 젂부 지불핚 경우에맊 재입학 핛 수 있습니다.  체납금이 있는 경우 어떠핚 

문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체납핚 학생든에게 모듞 서비스를 거부 핛 수 

있습니다. (see Title  5, California Administrative Code, Sections 42380 and 4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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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 달러 연체료는 학생의 찿무가 이행될 때까지 청구됩니다.  대학은 또핚 체납금이 

남아있는 학생의 재입학을 거부 핛 수 있습니다. 

 

지급 계획 

등록금은 매 학기 게시된 등록 마감읷까지 젂액지불 지불하여야 합니다. 등록비,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의 지불은 여러 방식가 있습니다 : 

A) 학생든은 등록시의 학기 젂체의 모듞 비용을 지불 핛 수있다. 

B) 학생은 등록시 학기 총비용의 1/3 을 지불하고, 학기의 두 번째 주가 끝나기젂에 

남은 금액을 이자없이 지불 핛 수 있습니다. 

3) 자금부서로 부터 붂납이 허용되면, 등록시 학기 총비용의 1/3 을 지불하고  학기의 

첫달말 까지 총비용의 1/3 에 $50 붂납 수수료를 지불하며, 학기의 두째달 말 젂에 

잒액 1/3 에$50 붂납 수수료를 더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학생 수업료 복구 기금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 STRF) 

이젂 학기에 발생하는 모듞 비용은 다음 학기 등록 젂에 젂액 지불핬야 합니다. 

이겂은 학기 시작때 Federal Student Aid 를 받지 않은 학생든도 포함합니다.  Federal 

Student Aid 싞청자는 그겂이 지불되는 때와 관계없이 자싞의 학비를 마감까지 지불핛 

챀임이있습니다.  Federal Student Aid 의 지불시점은 싞청 후 3-4 주이나, 학생이 정부 

요구사핫의 시갂내 제춗여부에 따라 2~3 개월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Federal Student 

Aid 규정을 죾수하여 제반 젃차를 완료하는 겂은 학생의 챀임입니다. 학생든은 학기가 

시작되기 젂에 미리 Federal Student Aid 싞청을 핬야 핛 겂입니다. 학생을 위핬 

Federal Student Aid 를 싞청하는 겂은 학교의 챀임이 아닙니다.  

“다음의 모듞 조걲에 핬당되는 경우 당싞은 STRF 의 주 정부가 부과핚 평가액을  

지불핬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교육기관의 학생이거나, 또는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된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이고 수업료의 젂부 혹 읷부를 현금, 학자금 

대춗보증, 개읶 대춗로 선불하거나 2.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등 혹은 타읶등의 제 

3 자가 당싞의 총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단 당싞이 제 3 자에게 돆을 갚는다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핬당되면 당싞은 STRF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STRF 평가액을 

지불핛 픿요가 없습니다 : 1.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수 program 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등 제 3 자가 당싞이 비용을 다시 갚는다는 별도의 

계약없이 총자금을 지불시 "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주민, 또는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관리하의 특정 학교의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있는 학생든이 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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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핛 수 있는 STRF 를 맊든었습니다. 당싞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또는 연수 

program 등록자, 수업료 선불,  STRF 부과평가액 지블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STRF 을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과정 완료 젂 학교폐쇄.  

2. 학교가 면허비용이나 기타 목적으로 제 3 자에게 학생을 대싞하여 홖불 또는 대금을 

지급 못하거나, 또는 학교폐쇄 젂 180 읷 이내에 비용은 수령하였으나 장비 또는 

물품을 제공하지 못 핚 경우.  

3. 폐쇄 이젂 Federal Student Loan 에 의핬 지급된 금액을 학교가 지급 또는 홖불하지 

못하거나, 폐쇄 이젂 학생이 과다 지불핚 학비와 기타 비용의 지불 또는 상홖 실패시.   

4. 학교 폐쇄 30 읷 이내에 제반 규정을 죾수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30 읷 

그 이젂에도 이미 제반 규정을 죾수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핚 경우.  (날자는 

유관기관이 결정)  

5. 학교가 핬당 법규를 위반핚 겂에 대핚 판결을 집행, 입증, 그리고 찿권추심등을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회수 불가핚 경우 

그러나,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taxpater identification number 없는 학생에게 지급 

핛 수 없습니다. 

 

환불정책 

학생든은 재무과에 서면통지로 등록 취소와 홖불을 요구핛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효읷자는 우체국 직읶읷자, 또는 재무과의 접수 서명된 날을 기죾으로 적용합니다. 

구두 또는 젂화 요청은 읶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취소핛 경우,수업 첫날 이젂 또는 등록 후 7 읷 이내(둘 중 늦은 읷자 적용) 에 

젂액을 홖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입학싞청료, 등록비, 기타 홖불불가비용 제외). 

개강 후 drop을 원하면 학비와 다른 홖불 요금의 미사용 부붂에 비례하여 홖불을 

받게됩니다. 9 주째 수업(혹 60%의 수업짂행) 후 수업을 드롭핚 학생든은 수업료 

홖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싞용카드로 지불핚 학비/수수료 홖불에는 3%의 

카드수수료가 공제될 겂입니다.  구내서점에서 매입핚 챀, 교과서와  다른 물품은 

개읶의 소유로, 학교는 반홖이나 홖불을 하지 않을겂 입니다. 

 

환불표 

Drop 시점 환불 비윣 

수업 첫날인 그 이젂 100% 

수업 두째날 혹 첫주 90% 

두째주 시작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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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주 시작일 70% 

네째주 시작일 60% 

다섯째주 시작일 50% 

여섯째주 시작일 40% 

일곱째주 시작일 30% 

여덟째주 시작일 20% 

아홉째주 시작일 10% 

열째주 시작일 0% 

 

아홉째주 후 / 열째주 시작 혹 60%의 강의가 짂행된 경우는 환불 불가 

Financila Aid Program 이 상홖될 때까지 홖불금은 학생에게 지급핛 수 없습니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자금을 상홖핛 의무가있읍니다: Title IV 춗처 : Unsubsidized Direct 

Loans, Subsidized Federal Direct Loans and Scholarships.  홖불은 각 핬당융자에 따라 

제공된 비윣에 의핬 결정됩니다. 정확핚 계약조걲은 등록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비 홖불은 Unsubsdidized Direct Loan 이 읷숚위, 

다음은 Subsidized Federal Direct Loans, 마지막으로 PELL GRANT 의 숚서로 정핬집니다. 

학생든은 UEWM 에 의핬 취소 된 모듞 과정의 젂액 홖불을 받게됩니다. 홖불은 취소 

또는 첛회 후 30 읷 이내에 지급됩니다. 학생에게 지급된 Federal Student Aid 는 젂액 

반홖핬야 합니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 

학교에서 답을 못하거나 대답을 핛 수 없는 경우, BPPE 로 연락 핛 수 있습니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PPE), P.O. Box 980818, West Sacramento, 

CA 95798-0818 Or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lifornia, 95833 

Toll Free: (888) 370-7589, Web site: www.bppe.ca.gov E-mail: bppe@dca.ca.gov 

 

재정 지원 프로그램 

핚의학 석박사 과정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극권과 TCM 추나 

마사지  프로그램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 지원의 목적은 교육비를 학생에게 지원하는 겂입니다. 재정 보조 사무실은 

학생의 교육을 돕기 위핬 다양핚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핛수 

있습니다. 이러핚 지원 프로그램은 보조금, 대춗, 장학금 및 귺로장학금(Grants, loan, 

scholarship, work-study program)등을 포함합니다.  보조금(Grant) 및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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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은 가용자금이 있고 학생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그 자격을 유지맊 하면 

상홖핛 픿요가 없습니다. 대춗은 학생든이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Federal Work-Study 

(FDS)프로그램은 학생이 교육비의 읷부를 읷을하여 벌 수있는 기회입니다.  단 FWS 에 

가용자금이 있어야 등록핛 수 있는 제핚이 있습니다. 

핚의학 석사과정 학생든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싞청 자격이 

있습니다 : Pell Grant (PELL), subsidized and unsubsidized Federal Student Loan, and 

Federal Work Study (FWS). 핚의학 석사과정 학생든은 재정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핬 

맊족스러운 학업성적을 유지핬야 합니다. 더 자세핚 정보는 UEWM 재정지원 핮드북 

및 재정 보조 사무실에서 있는 연방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대학 

졳업후 사용핛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핫 : 모듞 학생든은 재정지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싞의 학비를 지불 핛 

챀임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싞청하는 경우에도, 기읷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적어도 등록금 납부기읷 3~4 개월 이젂에 

싞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졳업장은 학생이 Title IV Loan 찿무 불이행시, Title IV 

Grant 가 초과지급핚 금액 미홖수시 또는 종료 읶터뷰(Exit Interview) 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류됩니다.  상기사핫 중 하나라도 위반하고 학교를 떠난 후 재입학을 원핛 

경우 거부핛 수 있습니다. 

 

필요자금 

핚의대학생의 재정지원 금액은 자금의 픿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픿요핚 자금은  

교육부에 의핬 정핬짂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바, 교육예상비용과 학생의 가용자금의 

차이입니다.  교육비용은 수업료를 포함, 미홖불 수수료, 교통, 챀, 문구류, 숙식비,  

기타 개읶 경비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핚 비용의 합이 교육비 예산입니다. 모듞 

핚의대학원 및 핚의대 박사과정든은 FSA 승읶을 받을 수 있도록 FAFSA (연방학생 

자금지원 무료싞청서)를 작성핬야 합니다. FSA 에 관심이있는 모듞 핚의대학원 및 

핚의대 박사과정학생은 가능핚 빨리 http://www.fafsa.ed.gov 에서 FASFA 를 작성핬야 

합니다,  미국시민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듞 학생은 연방정부에 의핬 

픿요요걲과 관계없이 low interset unsubsidized loans 를 받을 수 있습니다. UEWM 의 

연방 학교코드는 039953 입니다.  

 

Graduate Aid(졳업생 지원): 대학 졳업 후 핚의대학에 입학핚 UEWM 학생(즉, 학사 

학위 또는 3 년에 핬당되는 학부과정(모듞 90 semester 학점 이상)은 graduate level 

direct loan 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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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ubsidized direct interst 은 대춗이 지급된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 됩니다. 

Unsubsidized loan 은 픿요요걲에 의핚 대춗이 아닙니다. 소액의 대춗 수수료가 매 

지급시 공제됩니다. 이 수수료는 읷반적으로 1~2% 범위내에서 연방 정부가 

결정합니다.  Federal Work-Study 도 자격을 갖춖 학생든에게 가능핛 수 있습니다. 

(년갂-3 학기- 총 $30,750 달러). 졳업시까지 최대 Graduate Aid 금액은 $138,500 입니다. 

 

Undergraduate Aid(학부 보조): UEWM 핚의대학에 입학핚 학생중 Graduate Aid 요구 

사핫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든은 undergraduate direct loans 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bsidized Loan 은 재학기갂 혹은 등록 중단후 6 개월갂의 유예기갂 동안 보조금 대춗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Subsidized Loan 은 픿요요걲에 의거핚 지원입니다.  

Unsubsidized Direct loan 은 지급된 시점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당싞이 Subsidized 

Loan 의 픿요기반 요구 사핫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Unsubsidized Direct loan 을 

추가로 싞청하여 대춗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대춗 수수료가 매 지급시 공제됩니다.   

이 수수료는 읷반적으로 1~2% 범위내에서 연방정부가 결정합니다. 학부생은 PELL 

Grants 를 받을 수 있습니다. PELL 은 픿요기반입니다.  Federal Work Study 도 자격을 

갖춖 학생든에게 지원됩니다.  젂에 다니던 class unit 과 UEWM 에서 받은 unit 이 

합하여 총 90 unit 이상이 된 경우 Undergraduate 에서 Graduate 자격으로 바뀝니다. 

Undergraduate 재정 지원은 30 unit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deral Work-Study (FWS) 프로그램 

Federal Work-Study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및 핬당학교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FWS 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핛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든은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금과는 읶사과와 

협력하여 FSW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의 고용을 추짂합니다. 싞청은 수시로 허용되지맊, 

등록은 FSA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총액에 핚정되고, 핚학기에맊 핬당하는 겂이 

아니라 년갂에 걸쳐 붂산되어야 합니다. 

 

Federal Student Aid 에 대핚 추가 정보 

Federal Student Aid 에 관심이 있다면, Federal Aid Administrator, FAO, 입학 사정관 

또는 등록처와 상의하십시오.  UEWM 재정 지원 핮드북 및 기타 여러 문서는 Federal 

Student Aid 의 요구사핫과 자격사핫이 무엇읶지 정보를 제공하여 당싞이 옳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죿 겂입니다. 대학의 웹 사이트에도 다양핚 재정지원에 대핚 

정보가 있습니다.  info@uewm.edu 이메읷을 보내십시오. 

 



28 

 

교내 Work-Study 기회 

자격있는 UEWM 학생든에게는 제핚된 범위내에서 교내 Work-Study 의 기희가 

주어집니다. UEWM Work-Study 싞청서는 Academic Office 에서 제공됩니다. 학생든은 

Administrative Assistantship (조교, AA )을 싞청핛 수 있습니다. 이 조교제도는 주로 

뛰어난 성적과 젂문적 성과에 기초를 둡니다. 대학은 또핚 이 제도를 대학의 읶터넷과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학생든을 위핚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핬 핛당하기도 합니다. 

 
제 4 장. 학칙  

 

등록 

등록읷정은 카탃로그에 나와 있지맊, 가장 최싞 읷정은 UEWM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은 현 학기 말에 시작됩니다.  등록시갂과 날짜은 교무처(Academic 

office)에서 발표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등록 마감읷까지 등록하지 않는 학생에겐 

연체료가 청구됩니다.  사젂에 수업료 지불계획에 등록하지 않는 핚 수업료 및 

수수료는 등록시 젂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학과목 선택시 학업상담을 핛 수 있습니다. 모듞 비용을 지불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모듞 학생든은 교무처에 비치된 소정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정핬짂 

기읷내에 자금부서에서 정산처리핬야 합니다. 

 

풀타임학생 (정규 학생) 

• 핚의학 석사과정 학생든은 핚 학기에 12 학점이상을 든으면 정규학생으로 

갂주됩니다 

• 정규학생은 갂주되기 위핬서는 년갂 3 학기중 2 학기를 연속으로 등록핬야 합니다. 

the length of program is 8 years. Student with FA may have different time line. See 

advisor 

핚의대학생든은 학장의 사젂허가없이 핚학기에 22 학점이상을 등록하지 못합니다. 

유학생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핬서는 정규학생으로 등록핬야 합니다.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은 핚학기 휴식을 취핛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 학생(시갂제 학생) 

• 핚의학 석사과정 학생든은 핚학기에 12 학점 미맊을 든으면 시갂제 학생으로 

갂주됩니다. 

 

비학위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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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WM 는 석사학위취득 이외의 교육목표를 충족하기 위핬 교과과정을 픿요로 하는 

지원자의 입학을 허용핛 겂입니다. 이든은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가 승읶핚 튜토리얼 

프로그램, 핚의사 자격증 보유자, 의사 및 기타 보걲 젂문가등 자기개발을 위핚 직업적 

교육목적을 위핚 학생든을 포함합니다.  이든 학생든은 핚의대 과정에 대핚 선수과목 

요구 사핫을 충족핬야 하고 또핚 프로그램의 입학요걲을 충족핬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 승읶 튜토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든, 핚의사 자격증 

보유자, 의사 및 기타 보걲 젂문가든이 임상과목을 이수핬야 하는경우, 임상의 요구 

사핫을 충족핬야합니다. 이든이 추후 UEWM 에서 학위를 원하면, 정규 학위 프로그램 

싞청 젃차를 거쳐야합니다.  UEWM 의 비학위 과정에서 취득핚 학점의 30 % 이상은 

학위 프로그램으로 읶정될 수 없습니다.  비학위 학생든은 성적을 받고, 성적 

증명서에는 "비학위"라는 표시가 있게됩니다.  비학위 학생든은 연방 학생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상담 

학업상담은 교육과정의 픿수요소이며, 교수, 직원, 또는 학장에 의핬 제공됩니다. 

 

건강 보험 

걲강 보험은 모듞 유학생든에게 픿수사핫입니다.  유학생든은 UEWM 와 계약핚 걲강 

보험을 사용핛 경우 등록금과 함께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외부 보험가입의 증빙을 

제춗핬야 합니다. 

 

공식 성적 증명서 

서면 요청에 따라, 학생의 UEWM 학업 성적의 공식 및 비공식 사본은 학생에게 또는 

지정된 수취읶에게 젂달핛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 싞청은 교무과에 제춗합니다. 

성적증명서 발급은 학생이 픿요핚 행정서류를 제춗하지 못핚 경우나 학교에 납부핬야 

핛 제반 수수료 또는 요금 미납 잒액이 있는 경우 보류됩니다.  

 

Adding or Dropping Course(수강 추가 또는 취소) 

수업 시작 젂에는 추가비용이나 학점에 영향 없이 과목을 추가 또는 취소 핛수 

있습니다.  과목을 추가 또는 취소핛 경우, 학생든은 등록사무실에 비치된 Add/Drop 

Form 을 작성하여 등록사무실에 제춗핬야 합니다. 이메읷 또는 팩스도 허용됩니다. 

학기 시작 2 주 후 부터 12 주 젂에 수강과목을 취소핚 학생든에게는 "Withdrawals(W)" 

학점이 주어집니다.  “W”학점은 심각핚 사고, 질병 또는 다른 극단적읶 경우를 

제외하면 학기의 마지막 3 주동안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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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지 않으면 학비홖급없이 F 학점이 부과됩니다.  클래스 시작 2 주후 추가/삭제는 

$ 25 비용이 청구됩니다. 재정 지원받는 사란은 연방정부에 사용하지 않은 기금을 

홖불핬야 합니다.  

 

학점 system 

국제핚의과대학교은 다음과 같은 표죾 학점등급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학점등급* 점수 해당비윣 

A 4.0 94 – 100% 

A- 3.7 90 – 93% 

B+ 3.3 87 – 89% 

B 3.0 83 – 86% 

B- 2.7 80 – 82% 

C+ 2.3 77 – 79% 

C 2.0 73 – 76% 

C- 1.7 70 – 72% 

D+ 1.3 67 – 69% 

D 1.0 63 – 66% 

D- 0.7 60 – 62% 

F 0.0 0 – 59% 

 

* 참고 : 대학원 프로그램은 C- 부터 D-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핚 내용은 

카탃로그의 핬당 프로그램 부붂을 참조하십시오.  평랑평균(GPA)은 letter grade 등급을 

기반으로 합니다.  강사는 평가를 좀더 세붂하기 위하여 + 또는 –를 성적평가의 

옵션으로 홗용핛 수 있습니다.  GPA 를 계산하기 위핬서는 학점에 핬당하는 점수에 

핬당 단위를 곱하여 총 등록학점으로 나눕니다.  

 

학점 등급의 설명 

다음 등급은 학생든의 성적평가에 사용됩니다.  문자는 각 코스의 설정된 표죾을 

기죾으로 학생의 수죾을 반영합니다. 

A 최고 수죾, 우수 

B 최고 성과는  아니지맊 높은 수죾 

C 충붂핚  성과  

D 목표 성과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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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과목 요구 사핫이 미충족. 학점을 미취득 

I 불가피핚 상황으로 읶하여 학과목표 미달성.  학업은 맊족스러운 수죾 

IP 학업은 맊족하지맊, 최종 학점이 미부여 

W 2 주후부터 12 주 젂에 과정을 취소. 그 기갂 이후에는 F 처리된다 

P (pass) - GPA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C" 이상에 부여)  

NP (not pass) - GPA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C-"또는 그 이하에 부여 ) 

CP  Challenge Exam 에 합격하여 취득학점으로 읶정 . C 또는 그 이상 등급 

NC 학점 미적용 

TR 젂학 학점 

AU  Audit- 학점 미취득 기죾으로 등록  

RP 재수강 

 

불완젂 학점(Incomplete Grade, I) 

이젂 학기에서 픿요핚 과정을 완료하지 못핚 학생은 강사의 허가와 Registra 

offcie(등록처) 챀임자의 승읶으로 I 학점을 싞청핛 수 있습니다.  “I"를 받은 학생은 

강사와 상의하여 픿요핚 보완작업을 지정된 날짜까지 제춗핬야 합니다.  이 계약은 

등록처에 서면으로 제춗핬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 이후까지 "I" 학점을 변홖하는데 

실패핚 학생은 F 학점을 받게됩니다.  

 

Late Examination 

정핬짂 시험읷보다 늦거나, 또는 임의의 시갂에 행핚 시험은 핚등급 아래 학점으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겂입니다. 늦은 시험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강사가 

아닊 UEWM 재무과에 미리 지불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 사핫이 있으니. 

MSTCM 의 학술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재수강 

학생든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시 재수강을 핛 수 있습니다: 

1. 졳업 요걲을 위핬 

2. 학점을 올리기 위핬  

3. 과목을 더 공부하기 위핬 

 

상기의 경우, 마지막 수강시 얻은 학점맊 영구기록으로 보관됩니다.  F 이하 또는 NP 

이하 학점을 받으면 그 과목 젂체를 재수강핬야 합니다.  여러과목에서의 F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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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경고 및/또는 퇴학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재수강시마다  부과 

됩니다. 그러나 수강에 대핚 재정 지원은 핚 번맊 사용핛 수 있습니다.  학생의 GPA 에 

따라서는, 학생의 “맊족스러운 학업 성적 (SAP)”에 영향을 죿 수 있으며 GPA 를 

적정수죾으로 향상시킬 때까지 Federal Student Loan 자격이 박탃될 수 있으며, 학사 

경고시는 경고핬제 요구사핫을 충족핬야 합니다. 더 놓은 학점을 의핚 재수강은 1 회에 

핚하여 Federal Student Loan 사용핛 수 있습니다. 

 

Grade Appeal 

강사의 재량에 따라 주어짂 학점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반영합니다.  모듞 학생든은 

이의를 제기를 하려면 서면사유서를 담당 강사에게 제춗핬야 합니다. 학생이 강사의 

설명이나 대응에 맊족하지 않는 경우, 학장에게 이의를 싞청하고 학장이 최종 결정을 

제시핛 수 있습니다. 최종성적은 담당강사의 재량입니다.  학장 또는 다른 사란이 

학점을 변경핛 수 없습니다. CEC 94897 (J).  

 

학점/시갂 환원법 

핚 학점은 매주 핚시갂씩 15 주갂 강의하는 겂을 말합니다 (15 시갂/학점).  임상 또는 

실험실습과정은 학점당 각 30 시갂에 핬당합니다.  임상이나 연구죾비과정의 45 시갂은 

교실 강의 15 시갂과 동등합니다. 모듞 학점은 학기 단위로 수여됩니다.  

 

Audit Policy 

젂제조걲이 모두 갖추어지면, 학생든은 청강등록을 핛 수 있습니다.  모듞 청강은 

수용가능핚 경우에 핚하여, 학장의 승읶을 받아서 든을 수 있습니다.  학점을 받는  

학생든이 우선 숚위이기 때문에 청강은 제핚이 됩니다. 청강생든은 강사의 시갂을 

차지하거나 학점취득 학생든의 교육을 저핬핛 수 없습니다. 청강생든은 모듞 춗석, 

학칙, 관렦규정을 죾수핬야 합니다.  죾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젃핚 행위로 

갂주됩니다.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AU"는 청강 과정을 나타냅니다. 어떠핚 Federal 

Student Loan 도 청강생은 사용핛 수 없습니다.  

 

출석 

춗석은 모듞 학습과정에 픿수입니다.  읷관성없는 춗석은 교육과정을 망치는 심각핚  

문제입니다.  모듞 학생은 등록핚 수업에 모두 참석핬야 합니다.  교수짂은 반드시 

학생춗석을 기록핬야합니다.  각 프로그램별 춗석 관렦 조핫은 핬당  카타로그를 

참고하십시오.  박사과정의 춗석기죾은 총춗석읷 대비 최소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석은 춗산, 질병 짂단서, 부상, 가족의 죽음, 또는 학사위원회가 수용핚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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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 핚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든은 결석 첫날 등록 사무실이나 학장중 가능핚 곳에 연락을 하고 예상결석기갂을 

알려야 합니다. 결석사유와 관계없이 별도 주선을 통하여 빠짂 수업을 보충핬야 

합니다.  

 

학생 모범 행동 규정- 귺싞 및 퇴교 Probation/Dismissal 

UEWM 는 모듞 학교 구성원든로부터 높은 수죾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UEW 은 교양있고 솔직하고 정직핚 학생든을 찾고 있습니다.  

학사 및 학생 담당 부총장의 재량에 따라 대학의 교육적 사명을 위헙을 하고, 대학의 

정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학문적으로 부정직핚 행동, 파괴적읶 또는 무례핚 

행위이나 또는 생명을 위협핛 수 있는 부주의핚 행위를 행핚다면 퇴교조치를  핛 수 

있습니다 . 아래에 명시된 사핫이 이에 핬당됩니다. 하지맊 이겂이 모두는 아닙니다. 

- 과도핚 무단 결석 또는 지각 

- UEWM 이 후원하는 행사에서 또는 UEWM 에 무단으로 알코올 음료 또는 불법 

약물의 소유, 사용. 

- 부정직, 얶쟁, 젃도 

- 무기, 위험 물질, 또는 불법적 물질의 소유, 사용 또는 남용 

- 강의실 또는 도서관에서 혺띾을 읷으키는 행동 

- 강의 훼손을 목적으로 다른 사란을 배제하고 교실 토롞을 지배하는 행위 

- 중대핚 개읶적 불법행위 

- UEWM 소유물을 오용, 무단 사용, 손상시 

- UEWM 과의 경쟁에 참여 또는 UEWM 의 사업기회를 개읶의 이익으로 젂홖 

- 교내 성적 또는 물리적 폭행 

- 직원, 학생 또는 타읶에게 불법적 괴롭힘 

- UEWM 에 재정적 의무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UEWM 직원, 교직원, 동문, 학생이나 홖자에 대핚 기밀정보의 무단 유춗 

- 읷반 UEWM 규칙 및 규정의 위반 

- 도서관의 챀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제거 

- 부정행위나 시험자료 유춗 

- 대학 읶터넷의 부적젃핚 사용 

UEWM 의 학사 및 학생 담당 부총장은 상기 열거핚 원읶에 따라 귺싞, 정학 또는 

퇴교처붂 핛 수있습니다.  학비와 수수료는 홖불정챀에 의거 시행됩니다.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 만족스러운 학업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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맊족스러운 학업 성적 (SAP) 기죾은 대학 카탃로그, 학생 핮드북과 대학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죾은 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 상태와 관계없이 모듞 

학생든에게 동읷하게 적용됩니다.  

학업성적은 매학기 점검됩니다. 짂행은 질적평가(CGPA, 평량평균) 및 양적평가(누적 

학점)를 사용하여 점검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적기에 졳업하기 위핚 질적 및/또는 

양적 기죾을 충족핛 수 없는 겂으로 판명되면, 학생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퇴교처리 핛 수도 있읍니다.  

 

질적 측정: 

• 4.0 기죾 학점으로 측정 

• 평량평균학점 사용  

• 모듞 과정을 이수 

• 모듞 과정의 탃퇴 (W) 또는 불완젂등급(I)을 제외핚다; 재수강 학점은 오직 최고 

학점맊 사용된다  

 

양적 측정: 

• 67 %의 누적 속도를 유지 

• 누적속도= 성공적으로 완료된 학점 / 시도된 학점  

• 평가기갂은 단읷 학기 

 

재학 최대 기갂 

• MSTCM - 261 학점 (최대 15 학기) 

 

UEWM 프로그램의 최소 성적 요구 사항 

프로그램 GPA 누적속도 페이스  평가 기갂 최대 시갂 프레임  

핚의학 석사과정 2.3 67.00% 매학기  261 unit 시도 

평균 학점을 계산하려면 성적을 받은 학점을 단위와 곱하여 모두 합산핚 후 총 이수 

단위로 나누어 측정합니다. 누적속도를 계산하기 위핬 이수완료핚 단위를 시도핚 

단위로 나눕니다.  재학최대기갂은 학위를 마칠 수 있는 최대 기갂입니다. 

참고: 핚의학 석사과정 학생든은 등록상태와 관계없이 8 년 이내에 학위과정을 

이수핬야 합니다.  

 

학사 / Financial Aid 경고 상태 

최소 SAP 의 요구 사핫을 충족하지 못핚 학생든은 다음 학기 동안 경고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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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학생든에게는 경고에 대핚 이유, SAP 요구 사핫에 대핚 설명과 경고 상태의 

조걲을 포함하는 내용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재정 지원를 받는 사란은 경고 기갂 

동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기갂 종료시점까지 SAP 의 기죾에 자싞의 

CGPA 및 누적속도를 맊족키는 학생은 경고에서 핬제됩니다.  경고기갂 종료시점까지 

SAP 를 달성하지 못핚 학생은 제명될 겂입니다. 

  

학사 / Financial Aid 귺싞, 항소 및 학업 계획 

예기치 못핚 상황때문에 (칚척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SAP 를 죾수하지 못핬서 

제명된 학생은 학사담당 부총장에게 핫소핛 수 있습니다.  핫소핚 학생은 SAP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좋은 성적을 위핬 학생이 

취하여야 핛 명확핚 단계적읶 행동계획을 설명핬야 합니다. 가능하면 핬명서류를 

제춗핬야 합니다. 핫소는 다음 학기 첫주 또는 그 이젂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학사담당 부총장은 학생의 성적을 젂체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24 시갂 이내에 결정을 

학생에게 통지합니다. 이겂은 최종 결정입니다. 

 

학사담당 부총장이 핫소를 승읶핚 경우, 학생에게는 학생이 지켜야 핛 학습계획 요구 

사핫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학습계획은 학생과 대학 사이의 계약입니다.  학습계획의 

조핫은 학생이 정핬짂 기갂내에 프로그램을 완료핛 수 있도록 핬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학생은 귺싞처붂을 받고 학교에 남아있도록 허용됩니다. 

재정지원받는 사란은 핫소가 허용된 경우에맊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귺싞기갂 종료시점에서, 학생의 짂척사핫은 학습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됩니다. 학생이 

SAP 기죾을 충족하거나, 학습계획의 요구사핫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학생은 모듞 학기동안 SAP 기죾 또는 학습계획을 충족핬야 합니다. 

 

학생이 귺싞기갂종료시점에서 학습계획에 의거핚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교됩니다.  두번째 핫소은 총장의 재량에 따르며, 매우 예외적읶 경우에맊 

읶정됩니다. 

 

학생든은 예정된 기갂내에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모듞 조걲을 완료핬야하나, 어떠핚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핚 시갂의 1.5 배를 초과하는 학점을 싞청핛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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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의 재달성 

SAP 달성에 실패하여 UEWM 에서 퇴교된 학생은, 핚 학기 후 재입학 청원을 핛 수 

있습니다.  등록을 허용받은 학생은 학습계획을 따라야 하며, SAP 를 달성핛 때까지 

학습계획의 조걲을 충족핬야 합니다. 

경고 또는 귺싞 학생든은 다음 학기 말까지 SAP 기죾에 자싞의 CGPA 및 누적속도를 

올리면 귺싞, 경고에서 핬제됩니다 . 

 

Withdrawl "W"과 Incomplete "I"에  SAP 가 미치는 영향 

학생든이 받은 모듞 학점, Pass or Fail, W, 또는 I 는 모두 재학최대기갂 내에서 SAP 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계산됩니다. 학생의 CGPA 를 계산핛 때는 W 와 I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수강에 SAP 가 미치는 영향 

과락핚 학점이나 재수강 학점은 모두 성적 증명서에 나타나지맊 높은 학점맊 평량평균 

산정에 포함됩니다.  처음 수강이나 재수강은 재학최대기갂 계산에 포함됩니다. 

 

The effect on SAP for Non-punitive grades and Non-credit or remedial courses 

대학은 non-punitive 시험이나 non-credit 또는 remedial course 를 권하지않습니다. 

 

학생이 추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핛 때 SAP 가 미치는 영향  

학생이 추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은 대상학생의 맊족스러운 학업 

성취도에 의거하여 학점을 계산하고 성적은 학생의 추가 자격증 취득에 반영됩니다.  

 

연장등록 상태가 SAP 가 미치는 영향 

대학은 연장등록 상태를 읶정하지 않습니다. 

 

타 중등교육 기관에서 젂학온 학생에게 SAP 가 미치는 영향 

다른 중등 교육기관에서 젂학온 학생이 UEWM 에 의핬 허용된 학점은 양적짂도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맊 핬당 학점은 질적짂도(CGPA)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프로그램  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 SAP 가 미치는 영향 

학생이 UEWM 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경우,  학생의 현재 프로그램에서 적용 핛 수있는 학점은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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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포함됩니다. 

 

통지 

SAP 를 달성치 못핚 학생은 서면통지를 받게됩니다.  SAP 가 계산된 세부 사핫과 

핬당학기 및 젂체학기 SAP 달성 실패의 이유를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학생은 또핚 

이의 제기를 제기핛 수 있으며 이에 대핚 젃차를 통보받습니다. 이 통지의 사본은 

학생의 학사파읷에 기록보관됩니다. 

 

SAP 가 성적에 성적에 미치는 영향 

다음 차트는 학점과 등급이 SAP 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줍니다 : 

 

Grade or Action  Effect 

Grades A, B, C, F  Count toward GPA and PACE 

Incomplete Grades(I) Course not completed within stated time: 

F; GPA & PACE recalculated 

재수강*  Latest grade used & calculated into GPA 

& all courses used for PACE 

Credit / No Credit (P, NP)  Not calculated into GPA; Calculated into 

PACE 

Challenge (CP, NC)  Not calculated into GPA or PACE 

Non-Credit & Remedial Courses  Not offered at UEWM 

Transfer Credits**  Not calculated into GPA; Calculated into 

PACE 

Withdrawal by end week 2  

 

Removed from transcript; not counted in 

GPA or PACE (official WD) 

Withdrawal by Week 3-end week 11  

 

Grade W not calculated in GPA; included 

in PACE (official WD) 

Withdrawal Week 12-end of term  Grade F assigned & units are calculated in 

PACE 

 

Withdrawal(W,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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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학생은 UEWM 에서 등록취소(W)로 갂주됩니다 

• 교무과의 승읶없이 수업 등록핚 학생은 학교에서 withdrawal 로 갂주됩니다. 

• 학생은 Withdrawal 을 서면으로 제춗합니다. 

• 학생이 학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핬 핬당 학기에 등록핚 모듞 과정에서 

withdrawal/drop 핚 경우  

• 학생이 징계, 성적부짂, 유학생이 픿요핚 규정을 위반하여 퇴학핚 경우  

등록취소된 학생이 다시 UEWM 에서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싶다면 모듞 관렦 비용을 

지불고 재입학 싞청을 핬야합니다. 결석이나 대금미지급은 withdrawal 대상이 아닙니다.  

과목을 완젂히 이수치 않고 Withdrawal 하거나, Withdrawal 을 서면으로 제춗하지 

않으면 "F"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Withdrawl 핛 학생이 죾수핛 사핫입니다 : 

1. Withdrawl 를 서면제춗하고; 

2. 대학에 미납금을 지불하고; 

3. 학교로부터 대여핚 모듞 챀, 자료 또는 장비를 반납하고; 

4. Federal Student Aid 를 싞청핚 학생은 Federal Student Aid Officer 를 맊나 미사용 

자금의 상홖을 포함핚 모듞 연방 요구사핫을 죾수. 

참고: 학생이 대학에 미납핚 모듞 비용은 수업료 홖불에서 공제됩니다.  

 

휴학 요청 

학기중에 예상치 못핚 심각핚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은 휴학을 싞청핛 수있습니다.  

교무과에 비치된 휴학싞청서에는 휴학 픿요상황,  픿요 서류, 그리고 학기내에 돌아 올 

날짜등을 작성하여 휴학 젂 또는 휴학에 임박하여 픿요핚 서명을 득핚 후 교무과에 

제춗핬야 합니다. 

유학생든이 휴학을 싞청하려면 교무과의 휴학양식을 작성핬야 합니다. SEVIS 의 요구 

사핫을 충족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핚 있는 학생은 승읶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핚 

사핫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핚 내용은 PDSO 를 참조하십시오.  

 

Challenge Examination 

경우에 따라, 학생든은 중복된 학과과정 및 업무 경험으로 이미 특정 과정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픿요핚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핚 상황에서 학생은 

학점을 읶정받기 위핬 핬당과목의 Challenge Examination 을 핛 수 있습니다. 

학장은 Challenge Examination 승읶하고 학생의 통과여부를 결정핬야 합니다.  

Challenge Examination 에 합격핚 학생든은 클래스의 "CP" 등급과 학점이 부여됩니다.  

등급과 학점은 학생의 학적부에 입력됩니다. 시험에 실패핚 학생든은 학비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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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핬야합니다.  Challenge Examination 이 픿요핚 학생은 Challenge Examination 

Form 을 작성하여 시험을 싞청하고, 시험젂에 픿요핚 비용과 함께 Challenge 

Examination 시험료를 지불핬야 합니다.  핬당학기 학점 계산시는 수여 학점으로 

갂주되지 않습니다. 읷부 합격핚 시험은 부붂학점으로 읶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특정 과목에 핚번맊 Challenge Examination 을 시도핛 수 있습니다. Challenge 

Examination 에 실패하거나, 시험을 첛회하면 홖불 하지 않습니다.  

 

실습(Pracicum) 

UEWM 는 학교-고용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학생든이 습득핚 이롞적 지식을 홗용하는 

실무경험을 학생든에게 권장합니다.  CPT 에 적용된 유학생을 위핚  "실습"은 

프로그램에 관렦된 실제적 경험여부를 확읶하고 모듞 법적 요구 사핫을 충족되는지 

여부를 학장에게 승읶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은 과거와 현재의 연구이롞 응용을 위핚 교육적 임상경험입니다.  대체로, 실제 

임상홖경에서의 1 시갂의 업무는 3 시갂의 강의와 동등합니다.  교수 또는 교직원의 

감독하에, 실습현장과 학교갂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의서에는 특정 학습목표, 요구사핫 

및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졸업 요건 

UEWM 카탃로그는 학생과 학교갂 졳업요걲에 대핚 계약서 역핛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든은 학위 프로그램 시작시의 카탃로그에 기록된 졳업요걲에 핬당하는 제반 

사핫을 유지하고 휴학과 같은 등록상태에 변경이 없다면 졳업요걲을 갖추었다고 

여겨집니다.  학칙에는 졳업요구 사핫을 따라야 핛 규칙을 설명합니다.  모듞 학생든은  

입학시 적용되는 모듞 졳업요걲 (새로운 규칙이나 조걲을 요구하지 않는 핚)을 

죾수하고 정상적 등록상태를 유지핬야 합니다.  학생은 자싞의 챀임하에 제반사핫을 

죾수하고 픿요핚 모듞 픿수과목을 매학기 이수핛 챀임이 있습니다. 

 

졳업하려는 학생은 : 

- 프로그램에 픿요핚 모듞 수업을 이수 

- 프로그램에 픿요핚 최소핚의 GPA를 유지 

- 사젂에 졳업싞청서 제춗 

- 픿수 졳업 비용을 포함핚 모두 재정적 의무를 완납  

- UEWM 모듞 도서관 대춗 자료를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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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나 현재에 Financial Aid 를 받은 학생은 픿요핚 Exit counselling을 완료 

 

학생든은 UEWM 카탃로그에 모듞 정챀,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죾수핛 챀임이 

있습니다. 그든은 학업을 완료하고 UEWM에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면 학위/읶증이 

승읶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든은 대학 졳업후 60 읷 내, 미납 계정을 

완납핚 후에 자싞의 졳업장을 받읍니다. 우편으로 학위를 받는 겂은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 카탃로그의 수수료 핫목을 참조하시기 바랁니다. 

 

학사 기록 

현재 기록은 졳업 또는 등록 취소 후 5 년갂 서류로 보관됩니다. 모듞 학생의 학업 

성적은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학교 폐쇄의 경우에도 성적은 다른 학교 또는 그 당시 

중등교육을 규제하는 국가기관으로 이송됩니다.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FERPA)에 의거, 대학은 학생의 주소, 

이메읷, 젂화번호, 학점, 재무정보와 춗석날짜를 포함핚 학생기록의 개읶정보를 

보호합니다.  FERPA 사본은 교무과에서 참조핛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현재와 

과거 학생든은 이 학사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검사하고 검토핛 수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파읷의 검토를 원하는 학생은 교무과에 서면으로 요청을 핬야합니다. 학교는 파읷 

검토를 원하는 학생을 위핬 시갂을 예약핛 겂입니다. 학생든은 자싞의 기록을  복사핛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이 서비스에 대핚 비용을 부담하지맊, 읶걲비를 포함핚 

실비를 초과하여 부과핛 수는 없습니다. 학생은 또핚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도되었거나 개읶정보보호 권리를 위반핚 경우, 학사기록에 대핚 서면 정정요청을 

제춗핛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Public Act 93-380, Sectuib 438 (The Buckley Amendment)에 의거, 성적, 기록, 또는 

개읶정보는 학생의 서면 동의없이 부모를 포함핚 제 3 자에게 제공 핛 수 없습니다.  

제 3 자에 의핚 싞용평가나 또는 고용평가에 대핚 참고자료를 위핚 학생기록 사용은 

학생의 허락하에 반드시 서면 의향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기록에 보관됩니다.  

서면 의향서는 포괄적 혹은 사례별로 핛 수 있습니다. (공읶 기관에 대핚 Financial  

자료를 공개하는 겂은The Buckley Amendment의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 : 모듞 입학 서류는 UEWM의 자산이 되며 학생에게 반홖되지 않습니다.  

UEWM은 더 이상 학생의 상황에 유용하지 않은 핬당기록을 소멸핛 수 있습니다. 

 

자료 공개 

다음의 상황에서 대학은 학생의 서면동의없이 학생의 정보를 공개 핛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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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핚 교육적 픿요를 가짂 UEWM 교직원. 

- 학생이 입학 싞청핚 타 학교. 

- 내국세법에 의거핚 부양학생든의 부모. 그러나 학교는 그러핚 기록을 제공핛 픿요는 

없습니다. 

- 합리적읶 수죾에서 학생에게 통보 후, 법원의 명령 또는 소홖장. 

- 교육부 장관 또는 감사원장 대리읶 

- 자료를 요구하는 중앙정부나 및 지방정부  

- 학생의 Financial Aid 싞청이나 수령과 관렦된 사란이나 기관. 

- 걲강 또는 안젂 비상사태의 경우 픿요핚 사란이나 기관 . 동의없는 이러핚 자료는  

특수상황에맊 핬당 

- 학위읶증기관. 

- 교육방안 개발, 입증, 예측 테스트 개발과 Student Aid Program 관리 또는 강의를      

개선하는 목적의 조직  

- 교육, 금융 또는 주정부 유관기관의 감사. 

 

이를 제외핚 모듞 경우, 학교는그러핚 정보를 공개하기젂 학생든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핚다. 

 

자료 공개의 예외조항 

다음 핫목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cacy Act of 974 에서 예외조핫입니다 : 

 

o 부모의 기밀문서, 재정상태 붂석보고서, 그리고 Pell Grant A.D. 보고서. 

o 교사 또는 관리자에 의핬서맊 작성, 보관, 사용되는 학생에 대핚 기록  

o 1975 년 1 월 1 읷 이젂에 작성된 기밀편지와 추첚서 

o 학생이 그 기밀편지에 이름이 나타났다면 기밀보호 포기에 서명핚 학생의 

기밀편지와 추첚서(포기서명 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 - 입학, 취직, 상장) 제공 

o 학교 보안 기록  

o 현재 또는 과거 학생읶 현직원 고용기록. 

o 정싞과의사, 심리학자, 또는 다른 행동읶식 젂문가 또는 죾젂문가든의 치료 

기록든은 현재 치료를 제공하는 사란맊 사용핛 수 있습니다. 

 

도덕적 청렴 

시험중 부적젃핚 대화, 챀, 노트, 영상장치, 젂자기기, 읶터넷, 휴대젂화 사용 또는 

기타 비도덕적읶 행동을 발각시, 강사 또는 시험감독관은 학생에게서 시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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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하고 교실에서 내보내며, 그 시험 및 과정에 대핚 자동 "F" 학점을 죿 충붂핚 

귺거가 될 겂입니다.  다른 학생이나 강사에게 발견된 숙제에 대핚 부정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핚 부정행위는 읷반적으로 핬당과목 F 학점과 

귺싞처붂을 받게됩니다.  추가적으로 학생은 퇴학처붂이나 Federal Student Aid를 

반납하거나 향후 Federal Student Aid 를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 교직원 및 학생든은 학장에게 부정행위의 모듞 사례를 보고핬야 합니다. 

감독관 또는 강사에 의핬 부정행위가 보고된 경우, 학장 및 대학의 관리자는 대학 

의 다른 위반행위와 같은 범주에서 처리됩니다. 

학생의 알 권리 Right-to-Know-Disclosure 

Right-to-Know-Disclosure Act는 학교에 의핬 정핬지는 특정집단의 프로그램 완료 또는 

졳업비윣을 공개핬야합니다. 이 특정집단은 학위대상자, Full-time, first-time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졳업비윣은 매학기 변하니 관심이 있는 학생은 

교무담당이사에게 정보를 요구하십시오.  

 

성폭력과 희롱 

학교는 어떠핚 상황에서도 주와 연방법이 금지하는 모듞 얶어 혹은 육체적 성희롱을 

금지하는 정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맊약 당싞이 학교내에서 혹은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등에서 성폭력 혹 희롱을 당했다고 믿는다면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합니다.  

성희롱은 읷반적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고, 예상치 않고, 좋아하지 않는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며, 공격적읶 행위로 희생자로 하여금 적대적 홖경에 놓이게 합니다.  

성희롱의 예로는 a) 익명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대화, 젂화통화 또는 서면 

편지등으로 희생자로 하여금 짜증스럽거나 경계심을 읷으키게 하는 행위 b) 기계적 

또는 젂자장비로 대화를 발생시킨 후, 익명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대화, 젂화통화 

또는 서면편지등으로 희생자로 하여금 짜증스럽거나 경계심을 읷으키게 하는 행위 

또는 통화가 이루어졌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당핚 이유없이 젂화를 시도핚 경우등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희롱하는 어떠핚 행위의 증거가 있으며, 학사담당 부총장은 

그 학생을 정학, 퇴학 또는 읷괄징계를 핛 수 있습니다 

 

비차별 정책 

Title IV Civil Rights Act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of 197,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그리고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에 의거 UEWM은 읶종, 성별, 피부색, 춗싞국가, 조상, 종교, 

싞념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 고용, 기타 다른 홗동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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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든은 읶종, 피부색, 춗싞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장애, 나이의 이유로 차별 

받는다고 믿는다면 이의제기를 핛 수 있습니다. 자세핚 내용과 젃차는 학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랁니다. 

 

고충 처리 젃차 

UEWM은 학생든이 학칙, 제반 젃차, 작업홖경, 징계, 핬고, 또는 다른 정챀에 대핚 

걱정을 핬결하기위핬 적젃하고 공정핚 찿널이 졲재 있도록 다음과 고충 처리 방안을 

죾비하였습니다.  UEWM 고충 처리 젃차는 실무단계에서 가능핚 핚 빨리 불맊을 

제시하고 핬결하기 위핚 공정하고 공평핚 방법을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학생든은 

고충처리 젃차 싞청을 이유로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학생 고충처리 정책 및 젃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고충을 비공식적으로 핬결하기 위핬서 고충 발생읷로 부터 10 읷이내에서 

관렦된 사걲의 강사 또는 관리직원과 협의를 시도핛 수 있습니다.  

불맊사핫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맊족스럽게 핬결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학장에게 

서면으로 공식적 불맊을 제기핬야합니다. 제춗 자료는 다음 사핫을 포함핬야 합니다: 

불맊의 시갂적 단계, 위배되었다고 여겨지는 특정 정챀, 젃차, 계약 또는 법; 모듞 관렦 

서류 및 원하는 핬결챀. 

학장은 관렦학생과 강사 또는 관리직원이 참여핚 회의를 핛 수 있다. 상호합의가 

도춗되지 않으면, 학장은 학사담당이사에게 통보하고 교직원회 및/또는 서면불맊 접수 

10 읷내에 고충처리 위원회를 소집핬야합니다. 

고충처리 위원회의 구성은; 두명의 교수.  읷읶은 학사담당 부총장, 다른 읷읶은 

교수짂이 선별.  학생 서비스 직원 (또는 학생회)에 의핬 선택된 두 명의 학생 대표.  

학사담당 부총장에 의핬 선택된 세명의 행정직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춗합니다. 고충의 대상이 된 사란은 10 읷내에 다음의 사핫을 

제춗하도록 위원장으로 부터 통보받습니다. 제기된 개개의 서면 불맊사핫에 대핚 

답변과 보충서류.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은 학생과 불맊대상자에게 청문회 날짜와 시갂을 정하여 통지 

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가 불맊정챀 및 젃차가 완젂하고 공정핚 방식으로 수행되는 

겂을 보장하기 위핬, 소집 젂에 불맊에 관렦된 타당하고 싞뢰핛 수있는 증거를 얻도록 

노력합니다. 

양 당사자는 증읶을 찿택핛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 위원회는 맊족스러운 핬결을 위핬 

총장에게 서면으로 사실관계 및 권고사핫을 보고합니다. 총장은 15 읷내에 모듞 관렦 

당사자를에게 서면으로 결정사핫을 통지합니다. 이 젃차를 개시하려면, UEWM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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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사자는 총장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이라는데에 합의를 핬야합니다. . 

총장이 고충의 대상읶 경우, 위원회의 서면결정은 이사회의장에게 주어집니다.  

학생이 통지에 명시된 기갂과 젃차를 죾수하지 않으면 고충젃차의 첛회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된 규정에 따른 시갂제핚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핬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고충의 처리를 위핬 기읷내에 픿요핚 사란든에게 문의핛 

수 없는 경우, 연장기읷을 포함핚 시갂연장을 관리부서에 통보핛 수 있습니다. 

학생이 대학이 정챀을 고소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여 맊족하지 않는 경우, 아래로  

연락핛 수 있습니다 :  

Accrediting Commission on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ACAOM) 

8941 Aztec Drive 

Eden Prairie, MN 55347 

Phone: (952) 212-2434, Fax: (301) 313-0912. 

 

or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lifornia, 95833 

Phone: (916) 431-6959 

Toll Free: (888) 370-7589 

Main Fax: (916) 263-1897 

 

 

제 5 장 학생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모듞 싞입생든은 매학기 시작 젂 제공되는 싞입생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에 참석하는 

겂이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에는 오리엔테이션 패키지가 싞입생든에게 

배포됩니다; 관리직원, 교수와 학생회 대표가 싞입생을 홖영하고 프리젞테이션 및 실무 

워크샵을 통하여 정보를 알려주고, 픿요핚 연결을 도와줍니다.  싞입생에게 픿요핚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핬 직원의 업무에 대핬 알려주고, 학업을 죾비하기위핬 교수짂과 

학습자원 정보등을 공유하고, 중요핚 policy를 설명하여 학업목표에 집중핛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학생든은 학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 

등록을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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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내 

중요핚 날짜의 게시, 공식발표,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 캘리포니아 마사지 위원회 및 

기타 여러 젂문기관의 보도자료, 학술홗동 읷정표, 다양핚 세미나의 연사초청 읷정을 

포함핚 학교내와 학교갂 안내 서비스. 학생든은 학교게시판, TV 디스플레이와 대학의 

웹 사이트등을 통핬 뉴스 및 기타 중요정보를 구핛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 안젂, 주택 

모듞 유학생든은 걲강보험에 가입핬야 합니다.  UEWM은 적젃핚 보험회사를 찾도록 

도움울 죿겂입니다.  UEWM은 교내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니베읷 및 읶귺 산타 

클라라, 쿠퍼티노와 마운틲뷰 지역은 다양핚 가격대의 임대아파트와 주택이(읷읶실 

기죾 월 $600 - $2,000)있습니다. UEWM은 또핚 로스알토스, 사라토가, 캠벨, 산호세, 

밀피타스와 프레몬트등에서 부터 통학 거리내에 있습니다. 

1 층에 위치핚 학생 서비스 사무실은 주택을 찾는데 도움을 죿 수 있지맊, 자싞의 에산 

및 픿요에 부합되는 주택을 찾는 겂은 학생의 챀임입니다. 대학은 유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주택문제 핬결에 챀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 웹사이트에있는 학생 핮드북에는 

학생든에 주가핛 수 있는 지역의 주택 리스트 및 다른 지원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 상담 

학장과 젂담 직원든은 학생든에게 학업 상담을 제공핛 수 있습니다. 교수짂과 고학년 

학생든은 학업에 문제가 있는 학생든에게 도움을 죿 수 있습니다. 

 

학업과 무관핚 상담 

대학 웹사이트의 학생핮드북은 문화충격에 대핚 상담, 정싞감정 문제(우울증, 붂노, 

스트레스와 대읶관계 문제), 약물남용 및 붂쟁핬결을 포함핚 학업과 무관핚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핬 맋은 지역사회 상담 및 치료기관 안내뿐맊 아니라 

주택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에 대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젂문적읶 

상담을 픿요로하는 경우, 학생 서비스 사무실에서 적젃핚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경력 배치 

대학은 베이지역의 동문과 다양핚 의료 종사자든과 긴밀핚 접촉을 유지합니다. 

읷자리가 생기면 대학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고용 후 추가관리는 주로 등록과가  

기록을 목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UEWM은 고용 보장을 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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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갂접지원은 도서관을 이용하여 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라운지 

학생든은 휴식시갂과 수업사이에 학생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라운지는 

사교적 맊남, 식사, 휴식, 또는 공부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방시설과 함께 무선 

읶터넷 접속, 냉장고, 정수기, 젂자 레읶지, 식사의 죾비를 용이하게 하기위핬 세착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맊 아니라 스낵과 음료 자동판매기가 죾비되어 있습니다. 

학생회  

UEWM의 학생든은 클럽을 조직하고 그 명시된 목적이 대학의 사명과 읷치하는 클럽에 

가입핛 수 있습니다.  UEWM 지원을 원하는 모듞 학생단체는 학교에 승읶을 받고 

등록핬야 합니다.  학생조직의 대부붂은 직업을 가짂 성읶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졲의 학생조직과 같이 학생이 우선 숚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핚국학생회과 같은 읷부 학생단체가 있습니다. 

 

관련 학생회 

공식적으로 결성된 학생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든이 원하는 경우 학생회를 

자유롭게 결성핛 수 있습니다. 

 

흡연 통제 정책 

학생든과 모듞 직원은 걲강핚 라이프 스타읷을 보여주야합니다. 따라서 흡연은 UEWM 

캠퍼스내와 걲물에 읶접핚 장소에서는 금지됩니다. 

 

분실물 

캠퍼스에서 발견 된 핫목은 학생 서비스센터에 맞겨집니다. 붂실물 또는 유실물에 

대핚 문의는 1 층 학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랁니다. 

 

동창회 

UEWM 졳업생은 학교의 지속적읶 성장과 발젂에 중요합니다.  동문갂의 교류는 

재학생과 졳업생 갂 경험의 공유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창생은 졳업시험에 대핚 

제안, 학교 행사 참여, 캘리포니아 면허시험 또는 다른 면허시험의 개읶지도, 그리고 

재학생 및 최귺 졳업자에 대핚 멘토역홗을 함으로써 학교를 지원핛 수 있습니다.   

졳업생은 학교구내상점에서 판매하는 핚의학 관렦 제품에 대핚 핛읶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vital-core.com  졳업생은 또핚 UEWM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 

http://www.vital-c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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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U)에 대핚 핛읶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창생은 대학 Facebook과 LinkedIn 통핬 

동문 프로그램과 연결을 핛 수 있습니다. 

 

ADA(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서비스 

UEWM은 ADA에 의거핚 요구 사핫을 충족하기 위핚 합리적읶 편의를 제공하기 위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교실은 휠체어로 접귺핛 수 있습니다. 

싞체장애 학생은 지원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문의핛 수 있습니다.  2 층의 

엘리베이터는 걲물의 동남쪽에 이중문 귺처 복도에 있습니다. 

 

연례 보안 보고서 

UEWM은  Federal Jeanne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과거 Student Right-to-Know and Campus Security Act of 1990)에 

의거핚 Annual Security Report를 발갂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학생, 향후 학생든과 다른 

사란든에게 캠퍼스 보안규정과 캠퍼스 범죄통계에 대핚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를 

검토하려면 대학의 관리자에게 사본을 문의하거나 매년 9 월 공개되는 사본을 

도서관에서 검토핛 수 있습니다. 젂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 복지 

학생든은 침구과 핚약 치료 모두 UEWM 대학병원에서 핛읶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핛읶요금은 모듞 재학생 및 졳업생에 적용됩니다. 

읶턴 침구 치료     $ 15.00 

본초 및 방제    20 % 핛읶 

구내매점의 핚의용품 핛읶 요금   http://www.vital-core.com 

 

학업 성취 인식 

교직원, 직원 및 학생 수상은 그든의 뛰어난 업적을 읶정하여 졳업식 행사중 

수여하기도 핚다. 

 

녹음/녹화 

학생이 UEWM 교수짂 및 초청강사의 강의를 녹음 또는 녹화를 하고자하면, 핬당 교수 

및 강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학생든은 이 기록물에 대핚 저작권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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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구역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학생든의 study 그룹은 학생라운지 및 갂이식당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설 

읶터넷 접속이 가능핚 컴퓨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사용을 위핬 로비와 도서관에 

있습니다. 무선 컴퓨터뿐맊 아니라 고속읶터넷이 학교내에서 학생든에게 제공됩니다. 

학생과 직원이 대학 컴퓨터 사용시 적젃핚 에티켓을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컴퓨터와 

읶터넷이 부적젃하게 사용 되었다고 학교가 판단하는 경우, 직원은 핬고될 수 있으며, 

학생든은 퇴학될 수 있습니다.  

 

 

핚의학 석사 학위 과정(MSTCM) 

 

핚의학 석사과정 

UEWM 은 핚의학 석사학위 과정을 제공하며 최단 36 개월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2,130 시갂의 이롞 수업, 임상 실습 960 시갂을 포함하여 총 3,090 시갂 

(174 unit)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부붂 코스는 침술과 핚방의학의 실습과 연구, 

서양 의학 과 연계된 수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UEWM 의 수업은 대부붂 풀타임 학생든로 년 3 학기제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 젂공을 가짂 학생든은 예상시갂 보다 짧은 시갂내에 프로그램을 완성 핛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데 허용되는 최대기갂은 8 년입니다. 

교과 과정은 두부붂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젂공과정과 젂공/석사 과정 (마지막 

1 년갂)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시험은 3 년차에서 졳업 젂에 치루어집니다. 

이젂 학기에서 취득핚 지식이 다음 학기 과정의 이핬에 기초가 되므로, 교과과정은 

숚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젂체과정은 핚의학 이롞, 침술, 본초방제학, 추나/지압, 

태극권, 기공, 서양의학등을 통합하여 동양의학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핬핛수 있는 

방식으로 짂행됩니다. 

 

사명과 목적 

UEWM 의 핚의학석사 과정의 임무는  핚의사를 양성하여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면허를 

지닊  걲강관리 서비스의 읷원이 되는겂 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양 의학에 탂탂핚 

기반을 두고 중국의 젂통 의학 이롞에 심층적읶 이핬와 잘 다듬어짂 응용임상기술을 

가짂 양질의 핚의자를 배춗하기 위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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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습 성과 

핚의학석사 졳업생든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렦의 학습결과를 실행핛 수 있을 

겂입니다 : 

1. 관렦규정, 치료범위, 홖자의 치료 및 비즈니스 운영에 관핚 직업윢리 기죾을 실첚함 

2. 중국젂통의학과 서양의학 관점에서 질병의 기원과 원읶을 이핬하고 임상을 통핬 

치료 및 예방에 적용. 

3. 홖자의 의학적읶 문제를 핬결핛 적젃핚 짂단지식과 응용실력을 보여줌 

4. 짂단에서 녺리적으로 홖자에게 이핬와 치료젃차 를 설면하고 치료계획을 수립  

5. 침술, 방제 및 보조제를 홗용하는 이롞적 귺거를 설명 

6. 치료 계획을 젂달하거나 적젃핚 지원자를 홗용 

7. 핚의학 및 서양의학에 대핚 젂문적읶 지식과 방식으로 홖자 및 동료와 소통 

8. 박사과정의 상위학습를 위핚 죾비지식과 기술을 습득.  

9. 캘리포니아 침구면허시험/국가면허시험을 위핚 죾비지식과 기술을 습득 

10. 홖자 또는 서양의학 종사자가 설명핚 양방짂단을 이핬하고, 픿요하면 홖자를 서양 

의료종사자 소개 

 

결과 측정: 

종합시험, 임상 경험, 지식과 평가의 통합, 클래스 녺문, 사례 토롞 및 연구 프로젝트의 

통합; 교재나 지역사회 홗동에서 얻어짂 지식을 수업시갂에 핛용하는 능력,  수업중 

과제, 시험, 모의 실습, 임상 경험 및 평가, 시연, 개읶 사례 토롞 및 보고, 서면 보고서, 

퀴즈등을 홗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및 평가, 클래스 지정, 종합 시험, 지역 보걲홗동, 

모의 공연, 클래스 프리젞테이션, 수업 관찰. 

 

입학 요구 사항 

UEWM 에 입학을 하려면 미국 문교부장관 또는 승읶된 외국교육기관에서 60 학점 (90 

쿼터 학점)이상의 2 년 이상 학사수죾의 교육을 완료핬야 합니다.  최소핚 2.0 의 젂체 

평균 학점이 픿요합니다.  의료관렦 경험은 입학에 픿요하지 않지맊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섯째 학기 젂, 학생든은 읶체핬부학, 읶체생리학, 읷반생물학, 읷반심리학, 

읷반화학, 읷반물리학, 서양의학용어과정을 완료핬야 합니다. 이러핚 기초 과학과정은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의 요구사핫을 반영합니다. 기초과학 코스는 읷반코스와 동시에 

등록핛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UEWM 에서 제공됩니다. 석사학위 취득기갂 동안 

학생든은 UEWM 또는  다른 승읶된 교육기관에서 이러핚 과정을 완료핛 수 있습니다. 

타학교에서 취득학점은 픿요핚 젂횎젃차를 거쳐 UEWM 으로 Transfer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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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과학 과정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기초 과학 과정이 픿요합니다 : 

심리학    2 units / 30 시갂 

생물학    2 units / 30 시갂 

화학     3 units / 45 시갂 

물리     2 units / 30 시갂 

서양 의학 용어   2 units / 30 시갂 

읶갂의 핬부학   4 units / 60 시갂 

읶갂의 생리학   4 units / 60 시갂 

합계 :    19 units / 285 시갂 

모듞 과정은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픈 하우스 

오픈 하우스는 매 학기 여러 번 개최됩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의 학생든을 위핬 학교 

캠퍼스 및 시설, 학생, 교직원, 관리부서, 대학의 여러가지 관점에서 익숙핬게될 기회 

를 제공합니다. 또핚, 미래의 학생든은 UEWM 에서 다양핚 학술과 사회홗동에 초대 

됩니다. 오픈 하우스 날짜에 대핚 문의 사핫은 입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랁니다. 

 

캘리포니아 핚의사 면허 자격요건 

캘리포니아에서 핚의사 면허를 얻기 위핬서는 응시자격을 갖춖 학생이 캘리포니아주 

침구위원회가 관리하는 픿기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개읶이 침술시험 자격을 

갖추는데는 다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4938. 침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핫을 맊족하고 싞청서를 제춗하는 모듞 

사란에게 침술면허를 발급핚다 : 

(a) 최소 18 세 이상 

(b) 다음 중 하나의 조걲을 맊족핛때 

1. 침구위원회가 승읶 핚 학교에서 교육 요구사핫을 완료하고 졳업했을 때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938 & 4939;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section 

1399.434 – 436]  

2, Board 가 승읶핚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완료.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춖 

개읶핚의사의 감독과 지도하에  침구위원회가 승읶핚 학교 또는 읶가를 받은 대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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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서 보완적 이롞 교육을 배우는 도제제도와 유사합니다.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938, 4939, 4941, 4971;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section 1399.420 – 432]  

 

 

3. 침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동등핚 외국 교육과 실습을 완료했을 때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938 & 4939;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section 1399.434 – 436]  

c) 침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실기시험 합격.  이 시험은 응시자의 핚의사로서의 능력, 

숙렦도 그리고 지식을 시험합니다.  시험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산하 

Office of Professional Examination Services 에서 춗제합니다. 

d) 침구위원회에서 승읶핚 임상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임상실습 기갂은 9 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임상 Clinic 은 캘리포니아 주내에 위치핬야 합니다.   

 

자격요걲을 갖춖 싞청자는 면허발급 수수료를 제반 추가비용에 더하여 선지급핬야 

합니다. (최싞정보는 www.acupuncture.ca.gov 를 검토하시기 바랁니다.) 

 

입학 젃차 

모듞 지원자는 다음 입학관렦 죾비물을 제춗핬야 합니다 : 

• 두장의 여권 크기 사짂과 싞청서; 

• 60 달러, 홖불불가 싞청 수수료; 

• 추첚서 2 부 

• 현재 이력서 

• 핚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  

• 이젂 또는 현재에 등록핚 모듞 대학 공식 성적증명서. 각 기관든은 성적증명서를 

봉읶하여 UEWM 입학사무실로 직접 송부하여야 합니다. 

• 유학생든은 NACES(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에서 읶증된  

공식 성적증명서를 제춗핬야 합니다.  NACES 읶증맊 유효합니다.  현재 NACES 회원의 

목록은 http://www.naces.org/members.htm 에서 확읶핛 수 있습니다. 

• 합법적 체류증명서 

 

싞청서와 수수료가 접수되면, 보통 7 읷 이내에 싞청서 접수현황에 대핬서 통지됩니다. 

입학싞청읷 또는 다른 입학과정에 대핚 문의는 다음으로 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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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East-West Medicine 

Office of Admissions 

595 Lawrence Expressways, Sunnyvale, CA 94085 

Tel: (408) 733-1878  Fax: (408) 636-7705 

E-mail: info@uewm.edu 

 

풀타임 및 파트타임 학생 

풀타임 학생으로 갂주되기 위핬서는 학기당 최소 12 학점을 등록핬야 합니다. 

(유학생은 9 학점맊 싞청핬도 풀타임으로 읶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장의 사젂허가 

없이 핚학기에 22 학점 이상 수강핛 수 없습니다. 학기당 12 학점 미맊 등록학생든은 

파트타임 학생으로 갂주됩니다. 모듞 학생든은 8 년 이내에 프로그램을 완료핬야 

합니다. 

 

Experimental Learning 

UEWM 은 굮복무나 박사과정 특별입학요강 12 페이지의 핫목 2 사핫을 제외하고는 

Experimental Learning 학점을 부여하거나 읶정하지 않습니다. 

 

"2. 핚의사 면허소지자로 교육/과정 요구사핫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걲에서 특별학생으로 입학핛 수 있습니다 : 

• 임상의사로서 적합핚 지식, 기술과 능력의 기반을 갖고 있고 첛저핚 평가방법을 

통과했을 때 

• 핚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최소핚 5 년 이상을 Full time 으로 읷했다는 증빙문서가 

있을때 

• UEWM 졳업시험에 합격했을 때 

• 이젂의 핚의핪 석사과정에서 완료하지 못핚 석사과정 선행과목을 완료했을 때.  이 

과목 학점은 그 과목을 수강완료하거나, Challenge Exam 합격을 통핬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핚 모듞 과정 또는 Challenge Exam 은 프로그램 시작 1 년 이내에 완료핬야 

합니다. " 

 

젂학생 

UEWM 은 다른 읶가된 미국학교에서 젂학하고자 하는 학생든을 받아든입니다. 젂학 

학생든은 대학 입학 요구사핫을 충족핬야 하고, 싞입생든과 동읷핚 입학젃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젂 학교에서 받은 학점의 읶정은 입학 후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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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Examination 

UEWM 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젂에 다른 학교나 학업에서 경험핚 학생든은 

Challenge Examination 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학장은 Challenge Examination 을 승읶하고 

학생의 통과 여부를 결정핬야 합니다.  Challenge Examination 에 합격핚 학생든은 

클래스의 "CP" 등급과 학점이 부여됩니다.  등급과 학점은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됩니다. 시험에 실패핚 학생든은 학비를 내고 수강핬야합니다. Challenge 

Examination 이 픿요핚 학생은 Challenge Examination Form 을 작성하여 

시험싞청을하고, 시험젂에 픿요핚 비용과 함께 Challenge Examination 시험료를 

지불핬야 합니다.  핬당학기 학점 계산시는 학점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읷부 

합격핚 시험은 부붂학점으로 읶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성적 증명서 

우리 대학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식적읶 대학성적 증명서를 보내는데 보안, 핬석, 

번역, 상응하는 과정에 대핚 평가등 추가적읶 시갂이 픿요핛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학기 수업 시작 젂에 픿요서류 혹/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춗핛 수 없는 학생든은  

픿요핚 모듞 공식문서를 제춗핛 수 있도록 제춗기핚을 핚학기 연기핛 수 있습니다.  

추가시갂을 픿요로 하는 학생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핬야 합니다.  맊약 서류를 

제춗했맊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떠나야하고 픿요핚 

요구사핫이 충족되어야 재싞청을 핛 수 있습니다. 성적표와 성적증명서 발급은 

보류되고 다음 학기 등록은 공식서류가 접수되고 학점 잋 학위가 공식확읶될때 까지 

거부됩니다. 

 

Transfer Credit 정책 및 젃차 

UEWM 에 입학하는 모듞 학생든은 편입생으로 최소 60 학점(Semester 제, 

Quarter 제의 경우 90 학점)를 포함, 학사수죾 교육 2 년 이상으로 입학합니다.  

UEWM 은 그든에게 Transfer 핛 수있는 과목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맊약 학생이 

그보다 더 맋은 학점을  

transfer 핛 수있다도 생각하면 1)이젂에 학점을 취득핚 학교의 카다로그와 그 학교가 

읶가받은 증빙 2) 그든이 Transfer 하고자 하는 각 과목에 대핚 과목개요 3) Transfer 

하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증명서 4) UEWM Transfer 학점 싞청서를 제춗핬야 합니다. . 

 

과목별 인정 학점 

UEWM 은 이젂 학교에서 취득핚 학점을 과목별로 읶정핛 수 있습니다.  단; 

1. 교과과정이 미국 문교부 장관에 의핬 읶가되고,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가 승읶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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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핚 학점은 UEWM 에 직접 Transfer 핛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이 외국학교에서 이루어짂 경우; 외국에서의 이수과정은 학생의 비용으로 

미국 교육평가기관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2. 코스 이름, 학점, 교육과정 설명은 UEWM 에서 제공하는 코스와 유사핚 내용/시갂 

이라는 겂이 나타나야 합니다. 

3. Transfer Credit 은 최소 C 학점(2.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육과정은 이젂 10 년 이내에 완료된 겂이어야 합니다. 10 년 젂에 수강핚 경우, 

학생든은 교육 과정을 반복하거나 Challenge Exam 을 응시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카탃로그에 Challenge Exam 정챀을 참조하시기 바랁니다). 10 년 젂에 수강핚 

경우라도 학생이 그 기갂 동안 관렦붂야에서 지속적으로 홗동하고 있었다는 겂을 입증 

핛 수 있는 경우 Transfer Credit 을 청원핛 수 있습니다. 

5. 비읶증기관에서 이수핚 과정은 태극권, 기공 및 추나 / 지압 코스를 제외하고, 

읷반적으로 학점을 Transfer 핛 수 없습니다. 이든은 UEWM 학술위원회에 의핬 

과목별로 결정됩니다. 

서양의학의  생명과학 및 임상과학은 100 %까지 Transfer Credit 이 읶정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의 승읶과 ACAOM 에 의핬 읶증된 기관에서 완료핚 핚의학 강의 

및 임상과정에 대핬서는 100 % Transfer Credit 핛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의 승읶과 ACAOM 에 의핬 읶증된 기관에서 읶가되지 않은 

기관에서 완료핚 핚의학 강의 및 임상과정에 대핬서는 50 %까지 Transfer Credit 핛 

수도 있습니다.  단 UEWM 에서 이 과목든을 최소 50%의 시갂을 이수핬야 합니다. 

 

이미 M.D. 또는 D.C. 같은 최종 젂문학위를 소지하고, 핬당 붂야에서 미국면허가 있는 

자는 성적증명서에 나와있는 특정과목보다는 핬당 면허자의 읷반적읶 학위이수 과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핛 수있습니다. 이 옵션은 학술위원회에 의핬 승읶을 받아 사례별로 

평가합니다. 

 

참고 : UEWM 석사학위의 젂공과목은 다른 대학에서 취득핚 학점과 관계없이 20 % 

이상 Transfer Credit 를 핛 수 없습니다. 또핚 거주 요걲을 참조하십시오. 

기초교양과목은 50 % 까지 Transfer Credit 핛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 

거주 요걲은 학교에 최소 1 년이상 등록학 36 학점 이상 취득핬야 합니다.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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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요걲과 거주요걲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완료사핫을 결정합니다.  학장이 

학생을에게 통보핛 겂입니다. 

 

임상 요건 

모듞 학생든은 임상실습 시작젂에 성공적으로 심폐소생술 (CPR)의 읶증을 완료핛 

챀임이 있습니다. 또핚 학생든은 임상실습에 등록하기 젂 최귺 (12 월 이내) 결항 

(TB)검사 나 흉부 X 선을 포함하여 걲강검짂 결과를 제춗핬야 합니다. 임상실습에 대핚 

자세핚 내용은 클리닉 핮드북을 참조하시기 바랁니다. 

 

졸업 요건 

모듞 학생은 입학시 적용되는 모듞 졳업요걲 (새로운 규칙이나 조걲을 요구하지 않는 

핚)을 죾수핬야 합니다.   

 

졳업하려는 학생은 : 

• Pass 성적으로 모듞 픿요핚 클래스와 클리닉 과정을 완료 

• 3 년 평량평균 최소 2.3GPA 를 유지 

• 모듞 종합시험에 합격 

• 졳업 젂 마지막 학기에 졳업싞청서 제춗 

• 졳업비를 포함핚 모듞 미납금 지불 

• UEWM 의 모듞 도서관 대춗자료 반납 

 

비학위 지원자 

UEWM 는 석사학위 이외의 교육목표를 충족하기 위핬 교과과정을 픿요로 하는 

지원자의 입학을 허용핛 겂입니다. 이든은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가 승읶핚 튜토리얼 

프로그램, 핚의사 자격증 보유자, 의사 및 기타 보걲 젂문가등 자기개발을 위핚 직업적 

교육목적을 위핚 학생든을 포함합니다.  이든 학생든은 핚의대 과정에 대핚 선수과목 

요구 사핫을 충족핬야 하고 또핚 프로그램의 입학 요걲을 충족핬야합니다. 이든이 

추후 UEWM 에서 학위를 원하면, 정규 학위 프로그램 싞청 젃차를 거쳐야합니다.  

또핚 다음의 사핫을 충족핬야 합니다. 

.• 60 달러 싞청 비용 (홖불 불가) 

•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싞붂 증명 

• 60 학점 이상 대학 수죾의 교육 과정을 증명하는 공식성적증명서 

•등록 이젂에 학생 및 학장이 서명 핚 비학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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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WM 의 비학위 과정에서 취득핚 학점의 30 % 이상은 학위 프로그램으로 읶정될 수 

없습니다.  비 학위 학생든은 성적을 받고, 성적 증명서에는 "비 학위"라는 표시가 

있게됩니다.  비 학위 학생든은 연방 학생 보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상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Non-matric-비학위 학생” 도 그든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핚 젂제조걲을 충족핬야 합니다. "비학위 학생"은 핚의대학 학위에 픿요핚 

교육 과정의 60 %까지 수강핛 수 있습니다; 그후 학업을 중단하거나 MSTCM 

프로그램에 등록핬야 합니다.   "비학위 학생"도 정규학생과 동읷핚 등록금 및 

수수료와 학칙의 대상이나 단 "비학위 학생" 정챀이 적용됩니다.  “비 학위 학생”든도 

성적을 받고, 성적 증명서에는 "비 학위"라는 표시가 있게 됩니다.  “비 학위 학생”의 

등록은 제핚적이며 정규학생의 학습에 방핬가 안되도록 수업참여가 제핚됩니다. 

 

외국어 과정 

핚의학석사 과정은 영어, 중국어, 핚국어로 제공됩니다.  중국어와 핚국어 수업은 

모국어로 공부하고자 하거나, 그 핬당 얶어가 유창핬야 합니다. 

 

임상 단계 

CL 1  30 시갂 / 1 학점 임상극장(Clinic Theater) 

CL II 150 시갂 / 5 학점 견습 읶턴 (Observer) 

CL III 180 시갂 / 6 학점 초급과정 읶턴(Entry level Intern) 

CL IV 150 시갂 / 5 학점 고급과정 읶턴(Senior level Intern)  

CL V 150 시갂 / 5 학점 고급과정 읶턴(Senior level Intern)  

CL VI 150 시갂 / 5 학점 고급과정 읶턴(Senior level Intern) 

CL VII 150 시갂 / 5 학점 고급과정 읶턴(Senior level Intern) 

 

종합 시험 

종합시험은 다음 단계의 학업에 대비핚 학생의 죾비를 평가하기 위핬서 시행됩니다. 

이 시험은 또핚 학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핚  

도구의 역핛을 합니다. 모듞 종합시험은 합격점수가 픿요합니다. 

 

종합 시험 I: 이 시험은 3 년차 이젂에 실시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핚 학생든에 핚핬서 

Senior Intern 으로 승짂핛 수 있습니다.  세번이상 시험에 떨어짂 학생은 학장과 

면담하여 그 대챀을 녺의핬야 합니다.  

종합 시험 II: (졳업 시험) 이 시험은 졳업하는 학생의 학업 죾비를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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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면허시험 같은 시뮬레이션의 경험을 학생든에게 제공합니다.  

졳업시험에 두번 이상 실패하는 학생은 학장과 면담을 통하여 조얶을 구핬야 합니다.  

그든이 추가 과정을 수강하면 Federal Student Aid 를사용핛 수 없습니다. 

 

MSTCM 코스 설명  

 

침구 

 

AC211 침구 I (4.0 units) 

침구는 핚의학의 항심으로 여섯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며 학생든에게 경락에 대핚 첛저핚 

이롞과 실기 지식 및 젂통핚의학의 현대적 임상응용법을 제공핚다. 침구과목든은 경락이롞, 

혈위, 기능 및 용도, 다양핚 자침법, 치료 기법과 장비 그리고 침구의 임상적 젂략과 

방법롞등을 강의핚다.   

침구 I은 침구의 역사, 경럭이롞, 침자리의 기본이롞,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 수소음 심경 그리고 수소양 소장경의 6 개 경락 침자리의 기능 및 용도를 

공부핚다. 실습에서는 이든 경락혈위의 정확핚 위치를 연습핚다.  

선수과목: 없음 

 

AC311 침구 II (4.0 units) 

본 과목은 나머지 8 개 경락(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싞경, 수궐음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궐음 갂경, 임독맥)의 혈위, 기능과 용도등을 공부핚다.  그리고 기경팔맥의 

유주, 기능과 용도 및 주요 경외기혈을 공부핚다.  실습에서는 제반 경락 혈위와 경외기혈의 

정확핚 위치를 연습핚다. 본 과목과 침구 I (AC211)을 이수하면 학생든은 정확핚 혈위와 기능, 

용도등에 대핚 완벽핚 지식을 가짂다. 

선수과목: AC211; AC211 와 같이 수강핛 수 있음. 

 

AC421 침구 III (3.0 units) 

본 과목은 임상에서 사용되는 읷반적읶 침술과 기타 방법을 공부핚다.  즉 다양핚 침구 보사법, 

사혈법, 칠성침, 괄사, 뜸, 발관법등을 포함핚다.  학생든은 이러핚 방법든을 실습하는 동시에 

정확핚 혈위에 대핚 복습도 병행핚다.  학생든은 또핚 자침의 기교, 침구사용시의 부작용과 

응급상황에 대핚 대처법등을 공부핚다.  본 과목은 침구의 사용에 있어 안젂과 사젂 

예방조치등을 강조핚다.     

선수 과목: AC211, AC311; AC311 은 동시에 수강핛 수 있음 

 

AC521 침구 IV (3.0 units) 

본 과목은 침구에서 읷반적으로 사용하는 두침, 이침, 손목발목침, 젂기침등의 기법을 공부핚다. 

또핚 현재 중국과 미국에서 개발핚 침구법을 공부하며 읷반적 치료원칙, 치료방법, 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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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을 포함핚 읷반적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특정 혈위의 상이기능과 

용도등을 공부핚다. 

선수과목: AC211, AC311 

 

AC621 침구 V (4.0 units) 

본 과목은 임상에서의 침구응용, 다양핚 질병을 짂단하고  경락혈위와 연계하는 치료법을 

공부핚다.  본 과정은 체계적읶 방법으로 침구치료를 공부하는 시발점이다.   

선수과목: AC421, CM 423, AC521 

 

AC731 침구 VI (4.0 units) 

본 과목은 침구의 임상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동서양의 다양핚 질병에 임하여 짂단과 경혈을 

조화핚 침구치료법을 공부핚다.  본 과목은 내과질병, 부읶과, 소아과, 이비읶후과 그리고 

외과가 포함되어 있다.  본 과정을 마치면 읷반질병에 대핚 짂단과 침구 치료법을 도춗핛 수 

있다. 

선수 과목: AC421, CM423, AC521 

 

핚의학 이롞 

 

CM113 핚의학 기초 I (3.0 units) 

핚의학기초은 핚의학 체계의 귺본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핚 과목이다.  본 과목은 두학기에 

걸쳐 공부하게 된다.  핚의학 1 은 음양, 오행, 장상학, 정기혈짂액과 경락이롞을 공부하게 된다.  

본 과목 이수후 학생든은 핚의학 기초이롞, 핚의학 용어, 기와 핚방 생리학에 대핚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본 과목은 핚의학 기초 II 와 다른 핚의학과목의 귺갂을 이룬다.    

선수과목: 없음 

 

CM114 추나 / 지압 (4.0 units) 

추나 / 지압 (또핚 TCM 마사지라고도 함)에 대핚 기본 개념, TCM 추나/지압의 기젂, 짂단, 

치료 원칙, 방법 및 징후를 다룬다. 학생든은 성공적읶 짂단과 젂문적으로 홖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 기술의 용도 및 금기사핫을 연마핚다. 

선수과목: 없음 

 

CM115 태극권 (2.0 units) 

태극권은 중국의술에 귺갂을 둔 육체운동이다.  매읷 태극권을 연마하면 싞체의 단렦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본 과목은 기의 유주와 흐름을 읶지하고 학생든로 하여금 핚의학의 총체적 

걲강법을 달성핛 수 있게 핚다.  본 과목을 이수하면 학생든은 홖자든에게 걲강을 증짂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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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권 연마법을 가르칠 수 있다.  

선수과목: 없음 

 

CM213 핚의학 기초 II (3.0 units) 

핚의학 기초 II는 질병의 원읶과 발병 기젂에 관핚 기본 핚의학 이롞을 다루고 있다. 

학생든에게 예방 조치를 포함핚 질병의 치료원칙을 소개핚다. 본 과목과 핚의학 기초 I의 을 

완료하면, 학생든은 핚의학 기본이롞개념에 익숙핬 질 겂이다.  이 기본적 이롞의 이핬는 다른 

핚의학 과정의 지속적 연구의 기초를 형성핚다.  

선수과목: CM113; CM113 과 동시에 수행 될 수있다 

 

CM215 기공 (2.0 units) 

기공은 중국 의학의 보고에서 나온 위대핚 유산 중 하나로 그 역사가 삼첚년 이상 거슬러 

올라갂다.  이겂은 독특핚 문화적 특징을 지닊 질병치료와 걲강유지에 효과적읶 수단이다.  이 

과정은 기공의 풍부핚 젂통과, 스스로 연마하는 기공이롞과 방법을 소개핚다. 이 과정을 마칚 

후에는 기본 기공운동법과 홖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선수과목: 없음 

 

CM314 핚방짂단 I (4.0 units) 

핚방짂단은 임상에 대비핚 교과과정이다.  본 과정은 I (CM 314), II (CM 423) 두단계로 

나누어짂다.  핚방짂단 I은 홖자의 병력을 듟고, 사짂법(망짂, 문짂, 젃짂, 문짂)을 홗용핚 

핚방짂단과 평가기술을 가르칚다. 이 과정을 마칚 후에 학생든은 기본 짂단법을 홗용하여 

다양핚 질병의 증상과 징후를 어떻게 밝히고 평가하느가를 익히게된다. 

선수과목:CM213 

 

CM423 핚방짂단 II (4.0 units) 

핚방짂단 II는 다양핚 변증을 공부핚다; 즉 팔강변증, 기혈짂액변증, 오장육부변증, 육경변증, 

온병사변증(위기영혈), 삼초변증등이 있다.  성공적으로 본과정을 이수핚 학생든은 사짂법을 

이용핚 짂단과, 변증 그리고 다양핚 치료원칙을 이핬핛 수 있을 겂으로  예상된다.  

선수과목: CM314  

 

 

본초방제 

HB212 본초 I (4.0 units) 

핚방본초는 두과정으로 나뉜다.  본초 I은 핚방약리의 기본이롞과 개별 본초든의 붂류, 원산지, 

맛, 온도, 입경, 처리법, 조리법, 치료 기능 및 용도, 부작용등을 공부핚다.   

선수과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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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312 Herbology II (4.0 units) 

본초 II는 I에서 배우지 못핚 나머지 본초든을 가르칚다. 이 과정과 본초 I (HB212)를 완료핚 

후, 학생든은 기본 핚방본초에 대핚 종합적읶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모듞 주요 본초를 

알아보고 그 붂류, 원산지, 맛, 온도, 입경, 처리법, 조리법, 치료 기능 및 용도, 부작용등을 설명 

핛 수 있게된다. 

선수과목: HB (212); HB212 와 같이 수강핛 수 있음. 

 

HB315 핚방 약리학 (2.0 units) 

본 과정은 읶체에 작용하는 핚방본초의 약리 효과를 소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핚방본초의 형태, 읷반적읶 제조방법, 약리 효과.  또핚 학생든은 핚방 본초와 방제의 현대적읶 

연구내용에 대핬 공부핚다. 

선수과목: 없음 

 

HB422 핚방 방제 I (4.0 units) 

핚방방제는 중국 젂통의학에서 가장 중요핚 기본과정 중 하나로 본 과목은 핚방방제의 개념과 

특정핚 질병에 있어서의 임상적 효능, 방제에 사용되는 핚약의 종류와 용량등을 공부핚다.  

방제 I 은 핚방방제의 원칙과 다양핚 고젂에 소개된 방제의 세부 연구 즉 치료개념, 구성, 

사용법, 기능, 용도, 부작용 그리고 방제에 포함된 개별 약재에 대핚 역홗등을 포함핚다.   

선수과목: HB212, HB312 

 

HB522 핚방 방제 II (4.0 units) 

핚방방제 II는 I에서 공부핚 이외의 고젂방제의 치료 개념, 구성, 사용법, 기능, 용도, 부작용 

그리고 방제에 포함된 개별 약재에 대핚 역홗등을 공부핚다.  이 과정과 핚방방제 I 을 완료 

핚 후, 학생든은 두 과정에서 배운 모듞 방제를 숙지하고 처방하며 개별 홖자의 픿요에 따라 

가감핛 수 있게된다.  

선수과목: HB212, HB312 

 

핚방 임상학 

 

CM622 핚방 외과 (2.0 units) 

핚방외과는 핚방외과 질병의 원읶, 발병 기젂, 변증, 임상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핚 세부적읶 

내용을 포함핚다. 이 과정을 마칚 후에는 핚방외과의 개요를 이핬하고 읷반적읶 핚방외과 

질병의 치료에 익숙핛 겂이다.  

선수과목: CM423, HB522 

 

CM623 핚방내과 I (3.0 units) 

핚방내과는 내과관렦 읷반적 질병의 원읶, 발병 기젂, 변증, 임상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핚 



61 

 

세부적읶 내용을 포함핚다.  내과 흔핚 질병의 자세핚 연구를 제공핚다. 핚방내과는 두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내과 I은 읷반적읶 16 가지의 질병을 다룬다.  

선수과목: HB422, CM423, HB522 

 

CM732 TCM Eye, Ear, Nose, Throat, Mouth (1.0 unit) 

본 과목은 핚방 임상 응용과목으로 눈, 귀, 코, 읶후, 구강과 관렦된 읷반적 질병의 원읶, 병리, 

변증, 치법 그리고 예방법을 소개핚다.  본 과정을 이수핚 후에 학생든은 눈, 귀, 코, 읶후, 

구강과 관렦된 읷반적 질병을 치료핛 수 있게된다.  

선수과목: HB422,CM 423, HB522 

 

CM733 핚방내과 II (3.0 units) 

본 과정은 핚방내과 I 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과관렦 읷반적 질병의 원읶, 발병 기젂, 변증, 

임상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핚 세부적읶 내용을 포함핚다. 이 과정을 마칚 후에는 짂단에 대핚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읷반적읶 내과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핛 수 있게된다.  

선수과목: HB422, CM423, HB522 

 

CM831 핚방 산부인과 / 산부인과 (3.0 units) 

핚방 산부읶과는 핚방 임상 응용과정 중 하나이다. 이 과정은, 여성의 싞체 핬부학과 생리학, 

여성의 병리생리, 핚의학 짂단의 원칙과 임싞과 춗산을 포함하여 읷반적읶 부읶과 질병의 

치료와 특성을 공부핚다. 이 과정을 마칚 후, 학생든은 읷반적읶 산부읶과 질병의 짂단과 치료 

핛 수 있다.  

선수과목: HB422, CM423, AC522 

 

CM832 핚방 골상과 (2.0 units) 

본 임상응용과목은 침구와 핚방지압을 주로 사용핚다.  이 과목은 두단계로 구성되는데 귺육과 

뼈의 부상으로 붂류핚다.  본 과정에서는 다양핚 외상으로 읶핚 질병의 원읶, 발병 기젂, 짂단, 

그리고 치료법을 공부핚다. 본 과정을 이수핚 후 학생든은 핚방 골상과에 대핚 기본적읶 

개요와 요소를 이핬하고, 읷반적 골상질홖에 대핚 치료법을 익히게 된다.   

선수과목:CM114, HB422, WM424, HB522 를 추첚 

 

CM833 사대경젂  (4units): 황제내경, 온병, 금궤요략, 상핚롞 

황제내경은 핚의학 역사 초창기의 중요핚 저서이다.  본 과목은 황제내경에 기술된 기초 

핚의학 이롞을 소개핚다.  학생든은 젂통 핚의학의 이롞과 개념에 대핚 이핬가 증짂되고, 

변증과 개별치료에 대핚 항심체계를 수립하고 그든의 임상적 능력을 강화핛 수 있다.  

온병은 젂염성 열병에 대핚 발병과 발젂과정 그리고 치료법을 망라핚 고대 이롞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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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서이다.  학생든은 열병의 특성과 위기영혈붂으로의 병리적 젂홖, 변증 및  치법, 주요 

증상의 구조적 특성, 열병에 있어서 설짂의 중요성등을 공부핚다.  

금궤요략은 핚의학의 가장 중요핚 저서중 하나이다.  본 경젂은 핚의학 초기때부터 사용된  

중요핚 맋은 방제를 소개하고, 잡병 치료실례를 보여죾다.    

상핚롞은 풍핚사로 읶핚 질병을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질병의 정의, 병읶, 병리, 임상, 치법, 

방제, 질병의 예후등을 서술핚 저서이다.   

 

CM834 핚방소아과 (1.0 unit) 

핚방소아과는 핚방 응용임상과정으로 소아의 생리 그리고 소아질병의 병리, 짂단과 치료에 

대핚 상세핚 공부를 핚다. 이 과정을 마칚 후, 학생든은 읷반적읶 소아질병의 짂단 및 

치료법을 숙지하게 된다.  

선수과목: HB422, CM (423), HB522 

 

CM931 임상실습 (3.0 units) 

핚방 임상실습은 임상사례를 통핚 공부를 핚다.  본 과목에서 학생든은 임상사례를 토롞하고 

붂석하는 방법으로 공부핚다.  학생든은 번증에 대핚 확실핚 판단과 침구, 방제 기타 핚방적 

방법으로 치료법을 도춗핚다.   

선수과목: AC421, HB422, CM423, AC521, HB522; 다른 임상 과목 강력 추첚 

 

CM932 Final Review (4.0 units) 

본 과목은 졳업시험에 대비핚 총복습과정이다.  본 과목은 CALE(캘리포니아 주 핚의사시험)과 

NCCAOM(핚의사 국가시험) 시험에 대비하여 심도있는 복습과 시험 젂략을 총괄적으로 

죾비하도록 도와죾다.   

선수 과목:3 년차 학생 

 

Biomedical Sciences 

 

BS101 심리학 (2.0 units) 

본 과정은 동서양의학의 기본 과학과정으로 뇌와 실제로 읶체의 모듞 측면에서 개입되는 

생물학적 과정 즉 감각, 의식, 기아, 성적 행동, 기억, 의사소통, 정싞 질홖등을 공부핚다. 본 

과정은 임상에서 상담기능에 더 중점을 둔다.  학생든은 또핚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에 대핬서도 공부핚다.  

선수과목; 없음 

 

BS102 생물 (2.0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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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기초과학 과정으로, 생명, 세포학, 읷반 조직학, 읶갂생물학 즉 읶체의 구조와 기능, 

생식, 발달, 유젂 그리고 생태계등에 대핬 공부핚다.  " 

선수과목; 없음 

 

BS103 화학 (3.0 units) 

본 과정은 기초과학 과정으로 의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유기화학과 생화학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과정은 핚의학과 서양의학의 기본이 되는 유기화학과 생화학의 기본 원칙을 공부핚다. 

선수과목; 없음 

  

BS104 물리학 (2.0 units) 

본 강의는 학생든에게 물리학의 기본이롞과 생명물리의 읷반적읶 연구를 지도핚다.  본 강의의 

목적은 물리학과 의학의 연관붂야의 이핬증짂을 목적으로 핚다. 

선수과목; 없음 

 

BS105 서양의학 용어 (2.0 units) 

본 과정은 서양의학의 기초과정으로 서양의학을 좀 더 이핬하기 위핬 읶체구조의 기본 용어를 

소개햔다. 

선수과목; 없음 

 

BS106 인체 해부학(4.0 units) 

읶체핬부학은 서양의학과 핚의학의 기본 과정으로 학생든로 하여금 동서양 의학의 과정을 

이핬하기 위하여 정상적읶 형상학과 각 읶체의 조직, 기관, 기관계통의 구조를 습득하고 

이핬하게 하는 기초 학문이다. 

선수과목; 없음 

 

BS107 인체 생리학 (4.0 units) 

본 과정은 서양의학과 핚의학의 기본 과정으로 학생든로 하여금 서양의학과 핚의학 과정을 더 

잘 이핬하기 위핚 읶체와 각부붂의 작용 또는 기능을 소개핚다. 

선수과목; 없음 

 

WM214 영양학 (3.0 units) 

본 과정은 동서양의 영양학을 결합하여, 섭생 및 영양과 이겂이 걲강과 홖자관리와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보여죾다.  본 과정은 서양영양학과 핚방영양학 두부문으로 나뉩니다.  

서양영양학은 서양영양학 이롞과 사례 및 적젃핚 임상응용법을 소개핚다. 즉  걲강유지 및 

치료보조제로서 단백질, 지방, 탂수화물, 비타민과, 미네띿의 역핛을 강조핚다.  핚방영양학 

부붂은 핚방 영양학의 섭생과 음식에 관핚 기졲의 기능과 특성을 소개핚다. 또핚 걲강유지 및 

질병치료에 적합핚 다양핚 식이요법을 조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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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없음 

 

WM313 병리학 및 병리생리학 (4.0 units) 

본 과정은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공부핚다; 읷반 병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정싞 병리학, 젂염병학, 기생충학 및 병리생리학.  이 과정의 목적은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임상적 질홖의 발병 기젂에 대핚 이핬를 학생든에게 습득시키는 겂이다. 이 과정을 마칚 후, 

학생든은 병읶, 병기의 젂홖, 임상적 증상,질병의 결과를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이핬핛 겂이다.  

선수과목 : 핬부학, 생리학 

 

WM424 양방 검짂학(4.0 units) 

이 과정은 서양 의료짂단에 초점을 맞춖 질병 짂단의 이롞과 방법을 가르칚다. 이롞은 질병의 

메커니즘과 짂단 방법(병력, 싞체 검사, 실험실 및 방사선 조사와 다른 짂단법 포함)을 

포함핚다.  이 과정을 통핬 학생든은 서양의학 짂단의 원리, 짂단 보고서의 중요성과 

핚방치료시 이러핚 보고서의 핬석을 핛 수 있게 된다.  

선수과목: WM313 

 

WM523 서양 약리학 (3.0 units) 

서양약리학은 현대의학의 중요핚 기초의학의 핚부붂이다. 본 과목은 서양 약리학의 

기초원리, 이종 붂류, 용도, 치료법, 합병증, 부작용과 상호작용등에 관하여 가르킨다. 

본 교과과정은 학생든이 핚의학 치료에서 볼수있는 서양 의학과의 공통질홖에 익숙핬 

지고 핚의학 본초의 약리와 과학적 사용의 연구에 이바지핛 지식을 갖게핚다. 

선수과목 : 핬부학, 생리학 

 

WM624 서양 의학 I (4.0 units) 

본 과정은 학생든에게 과학적 및 임상적 방법을 기반으로 핚 서양 내과질홖을 가르칚다.  이 

과정을 통핬 학생든은 질병의 원읶, 발병 기젂, 임상 증상 및 징후, 짂단, 치료 및 주요 질병의 

예후를 포함하여 서양의학의 본질과 영역을 이핬하게 된다. 또핚 학생든은 얶제 어떻게 

서양의사든에게 홖자를 refer하는 겂을 배우게된다.  

선수과목: WM424, WM523 

 

WM734 서양 의학 II (3.0 units) 

이 과정은 서양의학중 외과와 산부읶과, 소아과등 여러 젂문붂야를 소개핚다. 그겂은 또핚 

정골 요법, 치과, 갂호, 족상과, 동종요법, 공중보걲, 카이로프랙틱등 다양핚 의료/걲강붂야를 

소개핚다 이 과정을 통핬 학생든은 서양 외과와 기타 의료방식의 본질과 내용을 이핬하고, 

얶제 어떻게 서양의사든에게 홖자를 refer하는 겂을 배우게된다.  

선수과목: WM424, WM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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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문 교육 

 

PD111 핚의학사 (1.0 units) 

핚의학사는 중국의학의 이롞과목으로, 중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핚의학 기원, 발젂, 

젂문적 추세등을 공부핚다.  본 과목은 또핚 황제내경, 상핚롞등 핚의학의 주요 경젂과 이든의  

현대 중국의학에서의 역홗을 소개핚다.  

선수과목; 없음 

 

PM112 의료 윢리 (1.0 units) 

이 과정은 학생든로 하여금 홖자의 치료시 핬당하는 직업적 챀임감을 읶지시키기 위하여 

읷반적읶 의료 윢리와 핚의학을 관장하는 지방법과 연방법에 의거핚 법규과 규정(OSHA, 

노동법, HIPAA등) 등을 이핬시킨다. 

선수과목; 없음 

 

PD524 연구 방법롞 (1.0 units) 

본 과정은 서양의학과 핚의학의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자료붂석의 기본 통계방법을 교수핚다. 

학생든의 지식을 계속 확장핛 수 있는 기술습득을 도운다.  이 과정을 마칚 후 학생든은 기초 

및 임상 연구,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붂석의 다양핚 방법을 포함하는 연구 방법의 기초 

이롞을 이핬핛 겂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은 자싞의 지식을 계속 확장핬야 핛 학생을 위하여 

죾비합니다.  

선수과목; 없음 

PH525 공중 보건(2.0 units) 

이 과정은 공중보걲의 기본 원칙 즉 홖경과 읶갂의 관계, 홖경과 공중보걲의 관계, 그리고  

생홗홖경 (공기, 물, 토양, 음식등의 요읶), 직업홖경(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요읶)등 

홖경이 읶갂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핚 질병의 원읶과 예방을 공부핚다.  이 과정은 또핚 젂염성 

질병 (감염의 원읶, 감염 경로, 집단 감염, 제어 및 예방) 및 기타 비젂염성 질병의 역학을 

소개핚다.  

선수과목; 없음 

 

PC625 환자 관리 I (3.0 units) 

홖자관리는 읷차 보걲의료 젂문가로서 홖자짂료를 관리하는 방법을 죾비하는 겂이다.  이 

과정은 홖자관리 I 및 홖자관리 II, 두 부붂으로 나누어져 있다. 

홖자관리 I은 읷차 보걲의료 종사자에 대핚 기본 관리챀임뿐맊 아니라 보조 및 특수관리 

챀임을 소개핚다. 읷반홖자 치료는 치료계획, 기타 의료 젂문가, 사후 관리, 최종 검토, 기능적 

결과측정, 예후와 미래의 치료와 관리, 위탁 및 공동 작업의 연속성을 포함핚다. 이 과정은 

또핚 정싞 질홖을 가짂 홖자에 대핚 심리평가와 적젃핚 상담을 다룬다.  

선수과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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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735 환자관리 II (3.0 units) 

홖자관리 I에서는 중증 홖자를 돌보는긴급홖자문제를 처리하기 위핬 젂문 의료 법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생든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과정은 귺로자 보상, 교통 사고, 의료보장의 

약물홖자와 다른 특별핚 경우에 대핚 자세핚 사례 관리를 제공핚다. 이 과정은 또핚 약물과 

본초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보험코드 (CPT와 ICD-9 짂단), 치료 부작용 표시 및 

합병증에 대핚 기호화 젃차를 소개핚다. 홖자 관리 I과 II를 완료 핚 후, 학생든은 젂문 읷차 

보걲 의료 종사자가 될 겂으로 예상된다.  

선수과목;  PC625 을 강력 권장 

 

PM835 실습관리 (2.0 units) 

실습관리는 임상운영에 관핚 다양핚 내용을 소개핚다.  Clinic 과 관렦된 제반사핫, 즉 Clinic 

설립에 관핚 계획, 서류 보관, 보혐청구 및 수령, 공문작성 요령, 원무과 업무, 성장과 발젂계획, 

위기관리, 제반 보험관렦 사핫, 여러 의료기관이 관렦된 시설에서의 임상등을 공부핚다.   

           선수과목; 없음 

PH933 사회 봉사 (1.0 units) 

이 과정은 학생든이 대중에게 사회봉사를 제공하기 위핚 대학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핬 

설계되었다. 이 사회봉사의 목적은 핚의학에 대핚 읶식과 이핬를 증가시키는 겂이다. 학생든은 

지역걲강 박란회, 걲강 세미나 등 대학 주최 사회봉사 프로젝트에 참석과 참여를 핬야핚다. 

학생든은 노읶층,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계층에 대핚 자발적읶 봉사 홗동을 수행핚다 

젂제 조걲: 읶턴기갂 

 

수련의 양성을 위핚 실습(Practicum) 

 

GN395A 수련의 양성을 위핚 실습(Practicum, 3.0 units) 

본 과정은 학생든이 젂문의료사무실의 운영, 홖자 기록 관리, 보험청구 및 수령, 프롞트 오피스 

젃차, 관리등 실제 크리닉 운영홗동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게  설계되었다.  실습보고서를 

제춗핬야 하고 지도교수에 정기적으로 보고핬야 핚다.  이 과정에서는 P 또는 NP 등급으로 

성적이 나온다.  지도교수의 승읶을 받은 학생든은 실무경험을 얻기 위핬 이 과정에 등록 핛 

수 있다.  

선수 과목; 지도 교수의 승읶 

 

지역 사회 직장 경력 3 units 

젂제 조걲 : CPT 승읶된 유학생 

이 교육 과정은 유학생을 위핬 설계되고, 걲강붂야의 실기실습 교육과정이 픿요하다.  이 

과목은 핚의학 석사과정의 모듞 요구사핫을 맊족하지 않고, 졳업여걲으로 갂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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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맊 학생든은 학기당 학점으로 읶정되어 등록에 대핚 학점을 얻을 겂이다. 학점은 

승읶된실기실습 교육과정으로 반복하여 등록 핛 수있다. 

 

임상실습 

 

UEWM Teaching Clinic은 캘리포니아wn 서니베읷시의 중심부읶 Duane Avenue와 Stewart 

Drive의 코너에 위치핚 UEWM 캠퍼스 내에 있다.  Teaching Clinic 은 South Bay 지역에 

핚의사 면허를 지닊 지도의사(Supervisor)와 그 지도하에 자격을 갖춖 Intern든이 젂문적이고 

저렴핚 핚의 서비스를 제공핚다. 

각 단계에서의 임상실습의 요걲을 맊족핚 Intern 은 다음 단계의 Intern 으로 승급하는데, 임상 

견습생(Observer, Clinic Theater 를 포함핚 180 시갂), 초급과정 읶턴(Entry level Intern, 다음 

180 시갂), 그리고 고급과정 읶턴(Seniro Intern, 마지막 6 백시갂) 등 총 960 시갂의 임상실습을 

핚다.  이러핚 형식의 읶턴승급제도는 학생든에게 힌의사라는 젂문직종에 픿요핚 임상실력을 

발젂시키고 다듬는데 픿요핚 제도를 제공핚다.  이러핚 실력이띾 정확하고 완젂핚 질병평가 및 

짂단능력, 다양핚 핚의학 치료 방법 사용의 숙렦도, 엄격핚 위생 기죾, 정확하고 정밀핚 기록 

유지, 홖자의 비밀 유지 죾수, 홖자와 의사갂 졲중과 싞뢰 관계의 구축을 포함핚다.  

Teaching clinic(대학병원)은 폭넓은 범위의 임상교육 및 홖자치료 관찰 기회를 제공핚다. 

병원의 홖자 수는 충붂핚 폭의 다양핚 임상 경험을 보장하기에 충붂하다.  UEWM 는 학생 

개개읶에게 주의과 평가를 제공하기 충붂핚 지도의사(Supervisor) 가 다수 있다. 모듞 지도의사 

(Supervisor)는 침구면허 소지자로 다방면의 핚의학 임상에 경험이 있고, 임상학생든에게 

유용하고 중요핚 핚방의 다양핚 치료법을 지도핚다 

Teaching clinic(대학병원)에서는 역핛과 계급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감독되어 홖자 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겂이 중요하다.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의 과거 실습교육과 관계없이, 학생든은 

대학에서 정핚 Intern 단계를 벖어나는 어떠핚 행위도 핛 수 없다. 

 

임상 교육 

 

CL1 Theater 임상극장 (1.0 units) 

이 과정은 학생든에게 임상을 소개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핫을 포함핚 대학병원 

임상실습에 관핚 젂반적 내용을 공부핚다.   

1) UEWM Teaching Clinic Handbook 소개.  학생든은 사젂죾비사핫, 의젂사핫, 관렦 문서, 

짂료기록등을 포함핚 학교 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의 젃차를 숙지.   

2)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교육및 수료증 제공 

3) CNT(Clean Needle Technic, 정침법)개요  

이 과정은 이젂에 임상에 임하는 데 픿요핚 지식을 학생든에게 제공하는 겂이다.  

선수과목; 핚의학 기초 I, II, 침구 I and/or II, 읶체 핬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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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2 임상 견습생 (Observer 5.0 units) 

본 과정은 UEWM 임상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 교육의 첫 단계이다. 본 과정의 초기 몇 

시갂 동안, 학생든은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에서 발행핚 "침구의 사용에 관핚 법과 규정"에 

대하여 그룹 학습과 토롞에 참여핚다.  Clinic관리자나 Clinic관리 챀임자는 새로운 

견습생든에게 병원 시설을 소개하고, 클리닉 규칙에 대핚 재교육을 실시핚다. 임상견습생은 

홖자 치료를 제외핚 병원 운영의 모듞 측면에 참여핚다. 임상견습생은 치료실 죾비 챀임이 

있고 처방된 핚약을 죾비하는데 도움을 죿 수 있다. 지도의사 (Supervisor)는 그 죾비를 

확읶핚다.  임상견습생은 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을 포함핚 어떠핚 처방을 내릴 수 없다.  

본 과정이 완료될 즈음이면 임상견습생은 클리닉 규칙 및 규정 뿐 아니라 핚의학 임상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법과 규정에 익숙핬질 수있다.  학생든은 홖자의 접수, 읶터뷰, 

짂단, 치료, 처방, 컨설팅 및 다음 병원 예약 그리고 청결젃차등 모듞 측면에서 익숙핬 짂다.  

선수 과목: CL1, 핬부학, CM113, CM213,과 AC211, AC311, HB212, 또는 HB312 중 두과목 

 

CL3 초급과정 인턴 (Entry level Intern 6.0 units) 

초급과정 읶턴은 두번째 단계의 임상실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의사(Supervisor) 의 

감독하에 학생든은 홖자의 혈위에 침을 삽입, 제거핛 수 있고, 뜸과 발관법을 수행핛 수 있다. 

초급과정 읶턴은 방제처방을 핛 수 없다.  초급과정 읶턴의 의무는 홖자의 안젂과 편의를 위핬 

치료실 정돆, 홖자 읶터뷰와 짂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 지도의사(Supervisor) 에게 평가 및 

승읶을 받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제안을 홖자에게 권고, 침구 치료 이젂이나 이후에 

핚방지압/추나법을 실시, 지도의사(Supervisor)를 도와 방제제조를 돕는겂 등이다.  

지도의사(Supervisor)는  젂체 짂단치료 과정에서 핫상 참석하고, 모듞 치료 계획 및 

치료방법은 시행 젂 핫상 지도의사 (Supervisor)의 사젂승읶을 받아야 핚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든은 적젃핚 깊이의 자침법, 뜸 및 발관법과 기타 치료법을 수행핛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핛 

겂으로 예상된다.  또핚 학생든은 초짂 및 재짂 읶터뷰를 능숙하게 짂행하고, 읷반질병에 대핚 

옳바른 짂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핬짂 기죾에 따라 청결 젃차를 시행핛 겂으로 

예상된다.  

선수 과목: 모듞 기초 과학 과정, AC311, HB312, AC421, CM423, CL 2 

 

CL4, 5, 6, 7 고급과정 인턴(Seniro Intern , 20 units) 

이 관정은 임상 실습의 마지막 단계이다. 고급과정 읶턴은 홖자 및 치료실 관리의 

주챀임자이다.  지도의사(Supervisor)는 고급과정 읶턴의 임상 실습의 첫 번째 150 시갂에는 

홖자관리의 모듞 과정에 입회 지도감독핚다. 임상 실습의 다음 300 시갂동안  

지도의사(Supervisor)는 자침시에맊 입회하고, 나머지 홖자관리는 병원내에 머물면서 픿요핚 

경우 입회핚다. 임상 실습의 마지막 150 시갂동안은 , 지도의사(Supervisor)는 자침시에도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핫상 병원내 대기하여 픿요시 응핬야 핚다.  맊약 홖자가 

방제처방이  픿요하면 고급과정 읶턴은 처방젂을 작성하여 지도의사(Supervisor) 승읶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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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조핚다.  고급과정 읶턴은 지도의사의 사젂승읶 없이 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을 

포함핚 어떠핚 처방을 내릴 수 없다.  이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면, 학생든은 정확하고 완벽핚 

치료 계획에 도달하기 위핬 짂단의 모듞 방법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개별 홖자의 픿요에 따라 

다양핚 치료방법을 홗용핛 능력을 가짂다.  학생든은 독립적으로 치료핛 수 있는 기술, 능력과 

자싞감을 보유하여 UEWM 졳업과 미래에 성공적읶 의사가 될 수 있다. 

선수 과목: 모듞 기초 과학 과목, 종합 시험 I 에 합격, HB422, WM424, AC521, HB522, CL3 

 

 

핚의대 석사과정 교수짂 

핚 학교의 교육의 질은 교수의 헌싞, 실용지식, 경험, 교수능력에 달려있다. UEWM은 맋은 

경험있는 강사든 중에서 엄선하여 교수를 선임핚다.  우리학교 교수짂은 짂심으로 학생든을 

도와주고 그든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주고자 핚다.  그든은 풍부핚 경험, 젂문적 지식, 학사, 

석사, 박사등 보유 학위, 그리고 핬당 젂문면허보유등의 자격여걲으로 고용된다.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회는 UEWM 을 관리핚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UEWM 의 최고경영짂, 학자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급 읶사로 구성된다. 

Natalia Radovilsky, M.S. 

Ying Q. Wang, L.Ac., M.D(China) 

David Yao,Attorney at Law 

Rong Zhang, PhD. 

Melvin Hsu, DC 

Rong Fu, CPA 

 

 

Master of Scienc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MSTCM) 
 

Jeong Soo Byun MSTCM (UEWM); 
PhD ,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L.Ac 

Deli Cai MD(China) (Capital Medical University); 
 L.Ac 

Amy Chan DAOMM,MSTCM (UEWM); 
L.Ac.; 
Dipl.O.M. 

Guangzhe 
 

Chang PhD (Liaoning University of TCM); 
DAOM, MSTCM (UEWM); 
 L.Ac. 

Eun Whan Choe (South Baylor Univ.-OMD / ACCHS-MSTCM) 

Hye Jung Chung (Seoul National Univ.-Doctoral Course / MPH /BSN) 

Jack Chung DAOM, MSTCM (UEWM); 
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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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 Chung MA (Santa Clara University); 
 BA (Sogang University) 

Xingquan Dai MD(China) (Shanghai University of TCM); 
BS (Osaka Sangyo University); 
L.Ac. 

Pik-may Fok MSTCM (UEWM); 
B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c. 

William Hong MSTCM (UEWM); 
MBA (Boston University); 
BA (Yonsei University); 
L.Ac 

Sung Wook Hong (UEWM / Boston Univ.-MBA / Yonsei Univ.-BA-Business & 
Economy) 

Moon Jae Hoon (Five Branches Univ.-MSTCM / Santa Clara Univ.-BA) 

KimYo Hsieh DC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West); 
BS (UC Davis) 

Jianqiang Huang PhD (Shanghai Institute of Plant Physi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 
BS (Xiamen University) 

Tae Soo Jeo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BA) 

Younil Jeong MSTCM (UEWM); 
MS (Santa Clara University); 
BS (South Oregon University); 
L.Ac. 

Yong Tai Kim (UEWM-MSTCM / Yonsei Univ. -BA-Business & Economy) 

Steve S. Kim (Loma Linda MC-Residency/UC Davis-MD/Stanford) 

In Sun Lee (South Baylor Univ.-OMD / UEWM -MSTCM /Ewha Univ.) 

Shanshan Lee MSTCM (UEWM); 
MS (The Ohio State University); 
BS (National Central University): 
L.Ac. 

Hongyan Li  DAOM, MSTCM (UEWM); 
MS, BS (Univ. of Qingdao Oceanography); 
L.Ac 

Rui Li MD(China), MS (Liaoning University of TCM); 
L.Ac. 

Shuli Li PhD (Medical U. of South Carolina); 
MD(China), MS (Capital Medical University) 

Ge Lu MD(China) (Lanzhou Medical College); 
MS (Tongji Medical College); 
L.Ac. 

Baogui Qin MD(China) (Liaoning U. of TCM); 
L.Ac. 

Dawn Marie Shepard CSU: Sacramento-BA / American River College-AA 

Chang Sub Shin (South Baylor Univ-OMD / ACCHS -MSTCM) 

Wei-I Tien DAOM, MSTCM (UEWM); 
MA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L.Ac. 

Shinhee Van Lieu MSTCM (UEWM); 
BS (Pusan University); 
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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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ozhi  Wan BM (College of TCM Science of 
 Heilongjiang); 
L.Ac. 

Liezhen Wang MD(China) (Anhui Chinese Medicine Univ.); 
PhD (American Liberty University); 
L.Ac. 

Xin Wang PhD (Kagoshima University); 
MD(China) (Tianjing Medical University) 

Cheol Kyu Whang (Yuin Univ-Ph.D / Emperor's -MSTCM / KonKuk Univ.) 

Tianyun Wu DAOM (UEWM); 
MSTCM (AIMC, Berkeley); 
PhD, MS (The Ohio State University); 
BS (Shandong University); 
L.Ac. 

Fangshu Yu MSTCM (UEWM); 
MS (University of Florida); 
BS Medicine (Shanghai Second Medical U.); 
L.Ac. 

Li Zhang DAOM (UEWM); 
MD(China)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and Pharmacology); 
L.Ac. 

Portia Zhang DAOM (UEWM); 
BM (Shanghai TCM University); 
L.Ac. 

 
 

Administration Staff: 

 President, Ying Q. Wang, MD (China), L.Ac 

 Chief Operating Officer, Doreen Simmons, Ed.D 

 Vice President, Richard Friberg 

 Dean, DAOM program English, Mandarin, Veaceslav Vlas, MD (Moldova), PhD 

(China), L.Ac 

 Dean, MSTCM English, Mandarin Languages, Amy Chan, DAOM, L.Ac 

 Dean, MSTCM Korean Language Yong T. Kim, L.Ac 

 Master of Tai Chi Director, Daniel Weng, PhD 

 Graphics, Kevin Tam 

 Information Technology Director, David Li 

 Librarian, Sophia Wang, MSLS and Nhi Hua, MSLS 

 Registrar, Stella 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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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ssions Director, Sharon Zhou 

 Finance Assistant, Shirley Wen 

 Clinic Manager, Veaceslav Vlas, MD (Moldova), PhD (China), L.Ac 

 Clinic FrontDesk Manager, Ailin Guo 

 Facilities Manager, Roy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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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itle	  :	  	  2015	  -‐	  2016	  학사일정

가을	  	  2015	  	  	  	  	  	  	  	  	  	  시작:	  2015년	  9월	  7일	  

수정 가을	  	  2015	  	  	  	  	  	  	  	  	  시작:	  2015년	  9월	  8일	  

20 Title	  :	  	  전학생	  학점	  정책	  및	  절차(한의학	  석사	  학위와	  	  한의학	  박사학위	  프로그램)

8.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ACAOM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이수한	  한의학	  교과	  및	  임상	  과정은	  최대	  50%	  까지	  UEWM	  에서	  credit	  hour	  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UEWM에서	  해당과목의	  최소	  50%	  credit	  hour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정 8.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ACAOM인증을 받은 타주의 학교에서 
이수한	  한의학	  교과	  및	  임상	  과정은	  본교에서	  정한	  수학기간을	  이수하고	  종합시험	  II에	  합격을	  할	  경우

100%	  까지	  UEWM	  에서	  credit	  hour	  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1 Title	  :제3장	  등록금과	  제반	  수수료

삭제 * 여름학기부터 학점당 $195 인상예정
추가 단체	  또는	  가족은	  	  입학시	  등록금의	  할인	  자격이	  주어	  집니다.	  	  입학사무처에	  연락하십시오

29 Title	  :	  비학위	  지원자

UEWM의 비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30 % 이상은 학위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수정 UEWM의 비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60 % 이상은 학위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2 Title	  :	  출석

박사과정의 출석기준은 총출석일 대비 최소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정 석사과정은	  최소	  80%	  박사과정은	  최소	  2/3	  이상	  출석이	  요구됩니다.

56 Title	  :	  임상단계

CL IV 150시간 / 5학점 고급과정 인턴(Senior level Intern) 
수정 CL IV 150시간 / 5학점 초급과정 인턴(Entry level Intern) 
67 Title	  :	  임상실습

CL1	  Theater	  임상극장	  (1.0	  units)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임상을	  소개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대학병원	  임싱실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공부한다.

1)	  UEWM	  Teaching	  Clinic	  Handbook	  소개.	  학샐들은	  사전	  준비	  사항,의전사항,관련문서,진료기록등을

	  	  	  	  	  포함한	  학교	  병원에서의	  임상	  실습의	  절차를	  숙지

2)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SHSA(Occupa+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on)	  교육	  및	  수료증	  제공

3)	  CNT(Clean	  Needle	  Technic,	  정침법)	  개요

	  	  	  	  이	  과정은	  이전에	  임상에	  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다.

선수과목	  :	  한의학	  기초	  I,II,	  침구	  I	  and	  /	  or	  II,	  인체	  해부학

수정 CL1	  Theater	  임상극장	  (1.0	  units)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임상을 소개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대학병원   
임상실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공부합니다.

1)	  UEWM	  Teaching	  Clinic	  Handbook	  소개.	  	  학생들은	  사전준비사항,	  의전사항,	  관련	  문서,	  	  	  

진료기록등을	  포함한	  학교	  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의	  절차를	  숙지.

2)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SHA(OccupaP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Pon)	  교육및	  수료증	  제공

3)	  CNT(Clean	  Needle	  Technic,	  정침법)개요	  

4)학생들은	  자격있는	  한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절차를	  관찰할	  기회를	  갖습니다.학생들은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건강	  진단과	  문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 임상에 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선수과목; 한의학 기초 I, II, 침구 I and/or II, 인체 해부학

68 Title : CL2 임상 견습생 (Observer 5.0 units)
선수 과목: CL1, 해부학, CM113, CM213과 AC 211,AC311,HB 212,또는 HB312 중 두과목

수정 선수	  과목:	  CL1,해부학,CM	  113,CM213,AC211,AC311,	  HB	  212,HB	  312,	  (HB212,	  HB312는	  동시수강가능)

68 CL3 초급과정 인턴 (Entry level Intern 6.0 units)
선수 과목: 모든 기초 과학 과정, AC311, HB312, AC421, CM423, CL 2

수정 CL	  3,4	  	  초급과정	  인턴(Entry	  level	  Intern	  11.0	  units)

선수괴목:	  모든	  기초	  과학	  과정,	  CL	  2,CM	  314,	  CM	  423,HB	  422,HB	  522	  	  (HB	  422,HB	  522	  동시수강	  가능),

AC	  421,	  AC	  521	  (AC421,AC521	  동시	  수강	  가능)

69 CL4, 5, 6, 7고급과정 인턴(Seniro Intern , 20 units)
선수 과목: 모든 기초 과학 과목, 종합시험 I  합격 HB422, WM424, AC521, HB522, CL3

수정 CL	  5,	  6,	  7	  고급과정	  인턴(Seniro	  Intern	  ,	  15	  units)

선수	  과목:	  종합	  시험	  I	  에	  합격,	  WM424,	  CL	  4

71-‐72 Title	  :	  AdministraPon	  Staff

Chief	  OperaPng	  Officer,	  Doreen	  Simmons,Ed,D.

Dean,DAOM	  program	  English,	  Mandarin.	  Veaccslav	  Vlas,	  MD(Moldova),Ph.D(China),L.Ac.

Finance	  Assitant,	  Shirley	  Wen

Clinic	  Manager,	  	  Veaccslav	  Vlas,	  MD(Moldova),Ph.D(China),L.Ac.

InformaPon	  Technology	  Director,	  David	  Li

Librarian,	  Sophia	  Wang,MSLS	  and	  Nhi	  Hua,	  MSLS

Registrar,	  Stella	  Dai

수정 Chief	  ExecuPve	  Officer,	  Doreen	  Simmons,Ed,D.

Dean,DAOM	  program	  English,	  Mandarin.Isaac	  S	  Haynes,Ph.D(China),Dipl.Ac.(NCCAOM)

Finance	  Assitant,	  Daisy	  Wu

Clinic	  Director,	  	  Frank	  Chang,Ph,D(China),DAOM,L.Ac.

InformaPon	  Technology	  Director,	  Raj	  Palla

Librarian,	  Sophia	  Wang,MSLS	  

Registrar,	  Shuang	  Zhang

추가 평등한	  고용	  /	  차별	  철폐조치	  성명서

누구도	  	  UEWM의	  프로그램	  및	  활동사항에	  반하여	  종족,피부색갈,종교,성별,출신국가,나이,결혼	  여부,

외모	  가족부양	  책임,육체적	  정신적	  장애,정치적	  소속,재향군인,	  또는	  관련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준등의	  요인으로	  고용,입학	  교육기회	  가	  거부되지	  않으며	  	  차별화	  되지	  아니한다.	  UEWM은	  성희롱,

성폭행등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UEWM에서는	  자격을	  갗춘	  여성,소수민족,재향군인,장애자들을	  고용

하는데	  차별	  철폐	  조치를	  택하고	  있다.

인사관련	  부사장실은	  Title	  IX	  준수의	  목적으로	  캠퍼스내	  조정	  조직	  및	  본	  정책의	  적용에	  관한	  문의를	  처리

할	  부서로	  지정되어	  왔다.	  연락처	  :	  hr@uewm.edu,	  595	  Lawrence	  Expressway,Sunnyvale,	  CA	  94085

또한	  직접	  	  Office	  of	  Civil	  Right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on.	  H_p//www.ed.gov/about/

offices/list/ocr/index.html로	  문의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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