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 저희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admissions@cca.edu

+1 415-551-9200

 학부프로그램 

애니메이션 (BFA)

건축 (BArch)  

도예 (BFA)

코믹스 (BFA)

패션디자인 (BFA)

영화 (BFA)

가구 (BFA)

게임아트 (BFA)

그래픽디자인 (BFA)

예술사 및 시각문화 (BA)

일러스트트레이션 (BFA)

개별학문 (BFA) 

산업디자인 (BFA)

인터랙션디자인 (BFA)

인테리어디자인 (BFA)

금속공예예술 (BFA) 

회화소묘 (BFA)

사진 (BFA)  

인쇄미디어 (BFA)

조소 (BFA)

섬유 (BFA)

회화와 소묘 (BA)

 대학원프로그램 

고급건축설계 (MAAD) 

건축 (MArch) 

코믹스 (MFA) 

학예사 실습 (MA) 

디자인 (MFA)

디자인 전략 (MBA) 

영화 (MFA) 

순수예술 (MFA) 

인터랙션디자인 (MDes) 

시각적 비평적 연구 (MA) 

문예 (MFA)

• 신청서류
• 자기소개
• $70 신청서비용
• 포트폴리오

 부전공 

코믹스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대상) 

컴퓨터 실습 

생태계 실습  

가구 (산업디자인 전공 대상)

예술사 및 시각문화

산업디자인 (가구디자인 전공 대상) 

시각의 개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대상)

문예와 문학

 ST E M -  
 지정 학위 

애니메이션 (BFA)

건축 (BArch, MArch)

고급건축설계 (MAAD)

코미스 (MFA)

그래픽디자인 (BFA)

인터랙션디자인  
   (BFA, MDes)

자격이 되는 과학, 기술, 공학 혹은 수학
(STEM) 학과를 전공한 F-1 학생은 학위  
완료 후 12 개월 간의 선택적 실무교육
(OPT)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며, 과정 이후 
24 개월의 추가 포스트 OPT를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아래 이메일 주소
로 연락주십시오: 
internationaladmissions@cca.edu

 신청방법 

 영어 능력 조건 

 우선지원 기간 

학부: TOEFL iBT: 80, IELTS: 6.5, PTE 학문: 58 
 Duolingo: 120

대학원: TOEFL iBT: 100, IELTS: 7.5, Duolingo: 120

학부 (가을): 11 월 15 일 (수시지원 마감일) 
 2 월 1 일 (1 학년 우선지원 마감일) 
 3 월 1 일 (편입 우선지원 마감일)  

학부 (봄): 10 월 1 일

대학원 (가을): 1 월 10 일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스캔하세요 
     cca.edu/explore-international

입학 합격에 필요한 영어 능력 조건에 미달한 학생은 입학 첫 해에 영어 실력 향상에 필요한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CEEB 코드 4031 을 사용하여 TOEFL 과 IELTS 점수를 CCA 에 제출해 주십시오.

cca.edu/international 

• 성적증명서 
• 추천서
• 영어능력 증명서

카카오톡: ShirazCCA / Yuxi_CCA



문화,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컬리지 오브 더 아트는 어느 세상에도 없는 
예술가, 디자이너, 제작자 그리고 사업가들이 활동하는 
번영하는 국제 사회의 창출지입니다. •  #1 최고 가치의 예술학교 - PayScale, 2021

•  세계 10 대 디자인학교 - Red Dot

• 미국 10 대 MFA 프로그램 중 하나 - U.S. News & World Report 

• 미국 5 대 그래픽 디자인 및 도예 프로그램 중 하나 - U.S. News & World Report 

• 세계 25 대 디자인 대학 중 하나 - Business Insider 

• 서부 10 대 패션 대학 - Fashion-Schools 

• 미국 최고의 산업디자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 - The Art Career Project

• 친환경 캠퍼스로 선정 - Princeton Review

 순위 

* 국가 전략예술 졸업자 프로젝트 (SNAAP) 설문조사, 캘리포니아 컬리지 오브 더 아트, 샌프란시스코, 2015 & 대학 졸업 후 
6개월 직업 목표z 설문조사, 샌프란시스코, 2015. 대학 실태현황서 자료 2017–2019; CCA 기관연구사무소.

1 학년 신입생을 위한 새 기숙사 

기숙사 매해 신청 가능  

 기숙사 

• Founders Hall  
 2020 년 가을 개장, Makers 카페  
 포함, 8,000-평방 피트의 식사시설.  
 급식 이용 가능. 

기숙사 선택

• Founders Hall 
 (20 세 이하의 학부 신입생, 대학원생 )
• Blattner Hall  
 (20 세 이상의 학부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혁신의 세계에 있는 도시 

- 2020 Kearney 세계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9
미국에서 살기에

최고의 장소 
- BusinessInsider, 2020

#7

GOOGLE, APPLE, 
FACEBOOK, PIXAR, 
ADOBE, LUCASFILM, 
그리고 더 많은 기업의 산지!

HOME 이민을 위한 
“이민자 보호도시” 입니다SF

세계에서 
최대 
경제 
강대 도시 
(캘리포니아)

5th

의 샌프란시코는 
외국인 
- 미국 인구조사 (U.S. Census)

35%

 샌프란시스코는 

학생
(77% 학부)

1,598

의 교수진  
현직 종사 전문가88% 중국, 인도, 한국과 

대만
가장 많은 
국제학생수의 국가WASC, NASAD, NAAB 

정식 인가 승인 됨 

학생과 교수진 
비율

8:1
국제  
학생42%

 CCA란 

 취업 현황 

졸업생들은 CCA 에서 배운 지식이 첫  직장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

대표하는 
국가40

인턴쉽
연 당600+

900+

78%
학부

85%
대학원

의 졸업생은 졸업 1년 이내에  
고용됩니다

83%
학부

81%
대학원 의 국제학생[학부]은 

장학금을 받습니다68%

 장학금 

국제학생은  
 우수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22,000까지 연

고용주 방문 
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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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저희
학교학교는

창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admissions@cca.edu

+1 415-551-9200

 학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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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BFA)

건축 (BArch, MArch)

고급건축설계 (MAAD)

코미스 (MFA)

그래픽디자인 (BFA)

인터랙션디자인  
   (BFA, MDes)

자격이 되는 과학, 기술, 공학 혹은 수학
(STEM) 학과를 전공한 F-1 학생은 학위  
완료 후 12 개월 간의 선택적 실무교육
(OPT)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며, 과정 이후 
24 개월의 추가 포스트 OPT를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아래 이메일 주소
로 연락주십시오: 
internationaladmissions@cca.edu

 신청방법 

 영어 능력 조건 

 우선지원 기간 

학부: TOEFL iBT: 80, IELTS: 6.5, PTE 학문: 58 
 Duolingo: 120

대학원: TOEFL iBT: 100, IELTS: 7.5, Duolingo: 120

학부 (가을): 11 월 15 일 (수시지원 마감일) 
 2 월 1 일 (1 학년 우선지원 마감일) 
 3 월 1 일 (편입 우선지원 마감일)  

학부 (봄): 10 월 1 일

대학원 (가을): 1 월 10 일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스캔하세요 
     cca.edu/explore-international

입학 합격에 필요한 영어 능력 조건에 미달한 학생은 입학 첫 해에 영어 실력 향상에 필요한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CEEB 코드 4031 을 사용하여 TOEFL 과 IELTS 점수를 CCA 에 제출해 주십시오.

cca.edu/international 

• 성적증명서 
• 추천서
• 영어능력 증명서

카카오톡: ShirazCCA / Yuxi_CCA



 이곳, 저희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admissions@cca.edu

+1 415-551-9200

 학부프로그램 

애니메이션 (BFA)

건축 (BArch)  

도예 (BFA)

코믹스 (BFA)

패션디자인 (BFA)

영화 (BFA)

가구 (BFA)

게임아트 (BFA)

그래픽디자인 (BFA)

예술사 및 시각문화 (BA)

일러스트트레이션 (BFA)

개별학문 (BFA) 

산업디자인 (BFA)

인터랙션디자인 (BFA)

인테리어디자인 (BFA)

금속공예예술 (BFA) 

회화소묘 (BFA)

사진 (BFA)  

인쇄미디어 (BFA)

조소 (BFA)

섬유 (BFA)

회화와 소묘 (BA)

 대학원프로그램 

고급건축설계 (MAAD) 

건축 (MArch) 

코믹스 (MFA) 

학예사 실습 (MA) 

디자인 (MFA)

디자인 전략 (MBA) 

영화 (MFA) 

순수예술 (MFA) 

인터랙션디자인 (MDes) 

시각적 비평적 연구 (MA) 

문예 (MFA)

• 신청서류
• 자기소개
• $70 신청서비용
• 포트폴리오

 부전공 

코믹스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대상) 

컴퓨터 실습 

생태계 실습  

가구 (산업디자인 전공 대상)

예술사 및 시각문화

산업디자인 (가구디자인 전공 대상) 

시각의 개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대상)

문예와 문학

 ST E M -  
 지정 학위 

애니메이션 (BFA)

건축 (BArch, MArch)

고급건축설계 (MAAD)

코미스 (MFA)

그래픽디자인 (BFA)

인터랙션디자인  
   (BFA, MDes)

자격이 되는 과학, 기술, 공학 혹은 수학
(STEM) 학과를 전공한 F-1 학생은 학위  
완료 후 12 개월 간의 선택적 실무교육
(OPT)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며, 과정 이후 
24 개월의 추가 포스트 OPT를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아래 이메일 주소
로 연락주십시오: 
internationaladmissions@cca.edu

 신청방법 

 영어 능력 조건 

 우선지원 기간 

학부: TOEFL iBT: 80, IELTS: 6.5, PTE 학문: 58, 
 Duolingo: 120

대학원: TOEFL iBT: 100, IELTS: 7.5, Duolingo: 120

학부 (가을): 11 월 15 일 (수시지원 마감일) 
 2 월 1 일 (1 학년 우선지원 마감일) 
 3 월 1 일 (편입 우선지원 마감일)  

학부 (봄): 10 월 1 일

대학원 (가을): 1 월 15 일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스캔하세요 
     cca.edu/explore-international

입학 합격에 필요한 영어 능력 조건에 미달한 학생은 입학 첫 해에 영어 실력 향상에 필요한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CEEB 코드 4031 을 사용하여 TOEFL 과 IELTS 점수를 CCA 에 제출해 주십시오.

cca.edu/international 

• 성적증명서 
• 추천서
• 영어능력 증명서

카카오톡: ShirazCCA / Yuxi_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