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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Baylo University
2727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8-0712
www.SouthBaylo.edu

학교수행평가표 – 2020 - 2021 학사년도

Los Angeles 캠퍼스

Oriental Medicine 박사과정(3년)

교육과정완료률 (졸업율)

(보고하는 날 전까지의 2년동안의정보가포함되어있음)

2020 23 23 2 9%

2021 18 18 1 6%

해(년) 프로그램시작할때학생수 졸업가능한학생수 졸업한학생수 교육과정완료율

학생의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공개된프로그램에서 150%이내에마친학생들

2018 23 23 8 35%

2019 30 30 6 20%

2020 23 23 3 13%

2021 18 18 2 11%

해(년) 프로그램시작할때학생수 졸업가능한학생수 150% 졸업생 150% 완료율

학생의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취업률

(보고하는 날 전까지의 2년동안의정보가포함되어있음)

2021 18 2 2 1 50%

해(년)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수

졸업한

학생수

취업가능한

졸업생수

해당업계에 취업한

졸업생수

취업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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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3 3 3 2 67%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정보가 필요하시면 학교 Student

Services에연락주세요.

급여를받는직장에취직된경우 (보고하기전 2년동안의 data)

파트타임/풀타임 취업

2020 0 2 2

2021 0 1 1

해(년) 일주일에 20-

20시간일하는졸업생수

일주일에최소한

30시간일하는졸업생수

취업되어일하는졸업생수

단일 포지션/동시여러일을 하는 포지션

2020 2 0 2

2021 1 0 1

해(년) 단일포지션으로일하는

졸업생수

동시여러일을 하는

포지션으로일하는

졸업생수

취업해서일하는

졸업생수

자영업/프리랜서 직책

2020 0 2

2021 0 1

해(년) 자영업혹은프리랜서 직책로일하는졸업생수 취업해서일하는졸업생수

교육기관에 취업한 경우

2021 0 1

해(년) 교육기관에 취업했거나 그 기관의 고용주가 된 경우나 그 기관의

주식을 갖고 고용주가 된 졸업생수

그 분야에서 일하는

총 졸업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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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학생의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에 프리렌서나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 이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에게 가능한 일은 주로 프리렌서나 자영업 입니다.

· 취업기간은 하루부터 여러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나 이하 일 수도 있습니다.

· 광고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여없이 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 Freelance나 직접 클리닠을 하자마자 저희학교의 직업에 관한 정보수집으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 을 요구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학생이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한의사면허시험합격률 (2020-2021)

박사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해서 면허시험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2020 N/A N/A N/A N/A N/A

2021 N/A N/A N/A N/A N/A

해(년) 이 해의 졸업생 수 시험본

졸업생수

첫번째시험에

합격한수

첫번째시험에

실패한수

합격률

학생의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급여/임금정보 (이보고는보고하기전의 2년동안의데이타입니다)

취업이된졸업생의연봉이나임금

2020 3 2 0 0 0 0 2

2021 2 1 0 0 0 1 0

해(년) 취업가능한

졸업생수

취업한졸

업생수
$20,000-

$25,000

$35,001-

$40000

$40001-

$45000

$45001-

$50000

급여가없는것으로보

고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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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되는 임금에 관한 정보의 리스트는 학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student services에게 알려주세요.

학생의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프로그램을위한비용

학생들이 정해진 때에 동양의학 박사과정을 마칠경우에 드는 비용은: 2021년: $25,702.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시면 추가비용이 더 들것입니다.

학생들이 정해진 때에 동양의학 박사과정을 마칠경우에 드는 비용은: 2020년: $25,690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시면 추가비용이 더 들것입니다.

학생의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연방학생보조금

2020 2.4% (2018) 21% 33% $65,000

2021 3.2%(2019) 12% 13% $47,000

해(년)

미국교육부에

의해서 보고된

최근 3년간의

default rate*

2020/2021에

연방학생보조금을

받은학생수

SBU에의해서 2020/2021

년에 계산된

연방보조금을 받은

학생의 비율

SBU에서

2020/2021년에

연방보조금을 받고

졸업한 학생의 총금액

*연방보조금을 갚지 않은 학생의 비율을 Cohort Default Rate (CDR)이라고 합니다.

CDR은 3년이내 연방보조금 읠 270일보다늦게첫 payment를 갚지 않은 학생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위 data는미국 교육부에 의하여 보고된 CDR이고 가장 최근에 보고된 것 입니다.

학생의 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이 정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이니셜과 날짜에 표시해 주세요.

이 fact sheet는 BPP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파일되어있습니다. 교육과정

완료률, 취업율, 급여/임금정보, 면허시험합격률에 관계된 정보는 state law를 따른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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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U에서제공된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직접 BPPE: 1747 N. Market Blvd, Suite 225,

Sacramento, CA 95834; www.bppe.ca.gov, Toll –free telephone number (888)370-7589 or by fax

(916)263-1897 로 문의하세요.

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학교담당자 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용어정의

· Number of Students Who Began Program: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 수”는 해당(보고된) 연도

동안 명시된 프로그램 기간 안에 전과정을 이수하기로 예정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 수를

의미하며, 기간 중에 취소한 학생 수는 제외됩니다.

· Students Available for Graduation: “졸업 가능한 학생”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 수에서

사망, 수감 중인 학생 수, 또는 군 복무 중인 학생 수를 제외한 수를 의미합니다.

· Number of On-Time Graduates: “정시 졸업 가능한 학생 수”는 해당 연도 동안 명시된

프로그램 기간 안에 전과정을 수료한 학생 수입니다.

· On-time Completion Rate: “정시수료율”이란정시졸업생수를졸업가능한학생수로나눈

값입니다.

· 150% Graduates: “150 %졸업생”은명시된프로그램기간의 150 %이내에프로그램을수료한

학생의수입니다 (정시졸업생포함).

· 150% Completion Rate: “150 %수료율”이란해당연도동안명시된프로그램기간의 150 %이내에

프로그램을수료한학생수 (정시졸업생포함)를졸업가능한학생수로나눈값입니다.

· Graduates Available for Employment: “취업 가능한 졸업생”은 총 졸업생 수에서 취업 할

수없는 졸업생 수를 뺀 값입니다.

· Graduates Unavailable for Employment: “취업 불가능 졸업생”이란 졸업 후 사망, 수감, 군

복무하게 된 학생들, 또는 유학생 중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인가된

혹은 정부에서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지속하는 졸업생들을 말합니다.

· Graduates Employed in the Field: “해당 분야에 고용된 졸업생”이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 개월 이내에 고용된 후, 해당 교육 기관에 직장으로부터 고용 확인 증빙 서류를

제출, 보고한 졸업생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직업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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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의 기간은 학생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 한 후 첫 번째 시험의 결과 발표 후부터

유효합니다.

· Placement Rate Employed in the Field: “해당 분야 취업률”은 해당 분야에 고용 된 졸업생

수를 취업 가능한 졸업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Number of Graduates Taking Exam: “응시생 수”는 해당 연도에 첫 번째로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를 말합니다.

· First Available Exam Date: 학생이 프로그램 완료한 후 응시 가능한 첫 번째 시험 날짜입니다.

· Passing Rate: “합격률”은 해당 면허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 수를 응시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Number Who Passed First Available Exam: 프로그램 완료 후 첫 번째로 응시한 면허 시험에서

합격한 졸업생의 수입니다.

· Salary: “급여”는 졸업생이나 고용주가 보고한 것입니다.

· No Salary Information Reported: 학교에서 시도했으나 급여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졸업생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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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있는학생의권리

취소를 원할 경우, 첫 수업 또는 등록일 이후 7일 이내에 학교(South Baylo University, 1126
North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로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면 벌칙이나 의무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는 적절한 우편으로 위의 주소로 도착될 때 유효합니다. 서면취소통지서는 특별한
양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학생이 등록을 취소하기 원한다고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학생이 연방 학생재정보조 기금을 받으면 학생은 연방 학생재정 보조 프로그램에서 지불하지
않은 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취소 통보를 접수한 후 15일 내로 학생이 지불한
돈을 환불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