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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가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

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

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

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

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

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

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스마트 안심유학’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

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

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

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

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

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

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

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

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

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

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

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

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

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영잘못도, 내신 6등급 학생도 OK?

패스웨이를 알면 해외 명문대로 가는 길이 열린다!

유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어실력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 대학을 진학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패스웨이(Pathway)는 다양한 여건의 학생

들이 글로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 약 1

년간의 과정을 수료하면 다양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유학생 조건부 입학보

장제도인 패스웨이를 낱낱이 살펴보자.

내신 6등급, 세계대학랭킹 10위 명문대 입학!

고등학교 내신 6등급이던 강** 학생은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단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적에 맞춰 국내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하지만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뭔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

다고 생각했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학 진학에 대한 방법

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패스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영어학교에서

일단 어학연수를 마친 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UCLA 대학교 재료공학과에

당당히 편입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패스웨이를 통해 실현하는 해외 명문대생의 꿈

해외 명문 대학교의 학생이 되어보는 것,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꿈은 꿈일 뿐’이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어실력이 부족하거나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이라

면 더욱 그럴 것.

물론 그 나라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대학

에 입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 유수의 대학들의 경우

자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대학진학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패스웨이다.

패스웨이는 글로벌 4년제 대학에서 자국의 학생들과 같은 입학전형을 통해서

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유학생을 위해 입학의 문턱은 확 낮추고, 차근차근 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진 예비과정이다. 따라서

패스웨이를 활용한 유학생들은 토익, 토플 등의 영어시험이나 SAT 점수 없이

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할 수 있고, 패스웨이 1년 동안 대학교 교

양 과목과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실제 2학년 진학 이후 자국 학생들과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라마다 유학생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마련

그렇다면, 패스웨이는 모든 나라 대학에서 모두 가능한 걸까? 나라마다 유학

생들의 입학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패

스웨이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소위 교육 선진국들이다.

그 중에서도 2,300여 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을 보유한 교육대국 미국은 현재

패스웨이를 활용한 대학진학 시스템이 가장 진화하는 나라. 1년 과정의 패스

웨이 과정을 마치고 해당 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대학

에서 공부하고 폭 넓게 타 명문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영국은 일반 사립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사립 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외고나

특목고 출신들은 1년 속성 A-Level을 이수하면 Top10 대학 진학의 가능성

이 높고, 그 외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Top20 대학까

지 진학할 수 있다.

또한 수준 높은 명문대들이 많은 호주와 캐나다도 패스웨이를 통한 진학방법

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잘 활용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보다

더 유명하고 우수한 글로벌 명문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



각나라 패스웨이(대학진학) 프로그램

미국

패스웨이 수료 후 해당 대학 혹은 대학 2학년으로 진학(편입) 가능

영국

파운데이션 1년 수료 후 전공 3과목과 영어성적으로 세계 200대

영국 명문대 진학 가능

캐나다

영어학교 혹은 패스웨이 기관을 통한 패스웨이 수료 후 캐나다 명

문대 진학 가능

호주

희망하는 대학 디플로마 과정 수료 후 2학년으로 진학 가능

★ 패스웨이, 이래서 좋다! ★

• 한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도 대학 입학 허가

• 영어성적(TOEFL, IELTS 등)과 SAT성적 없이도 대학 진학

• 1년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이수 후 예정된 대학의 2학년 진학

• 글로벌 패스웨이 과정 이수 중에는 현지 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학부 과정은 현지 대학생들과도 함께 수업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

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

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

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

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

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

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

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

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

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

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http://www.isecard.co.kr/new/
https://www.isic.co.kr/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

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

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이면 된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 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

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

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

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각기 사

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

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미국 대학(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

유학네트는 미국 20여 개 대학교와 캐나다 40여 개 대학교, 영국 70여 개 대

학교, 호주 40여 개 대학교의 공식 입학지원처로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대학

(원) 진학을 안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대학원 지원시

기, 지원 가능한 학교 정보, 자기소개서 컨설팅, 합격 통지서를 받기까지의 모

든 과정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가 있다. 유학네트를 통해 진학할 수 있

는 미국 입학 지원 대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학네트가 입학 지원하는 미국 명문대학교

※ 이외 희망하는 전공, 지역, 성적 등에 따라 미국의 모든 대학교로 지원 가능

미국 대학교에 직접 입학하려면 TOEFL iBT 80 이상 / GPA 3.0 이상 / SAT 

1,030~1,200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어성적이 부족하다면 대

학 입학 전까지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학과 연계된 어학연수 기관을 통해 진학할 수 있다. 이 외에

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2년제 대학에 먼저 입학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

입하거나 미국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패스웨이)을 통

해 편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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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선호국 부동의 1위 미국, 그 이유는?

미국의 역사는 1776년 독립선언 이후 약 230년으로 비록 짧지만 현대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전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20세기에 일

어났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졌으며, 그

영향으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시시각각 미국의 행동과 반응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가와 유

가, 경제정책, 외교정책까지도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과학분

야와 우주산업에서도 세계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문화산업에서도 뛰

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화에 대한 꿈과 환상을 전파해 온 헐리우드의 영

화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세계 영화인들에게는 꿈의 무대이다. 

이처럼 세계의 무대에서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고수하는 모습의 미국은 세계

의 젊은이들에게 도전할 가치가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무

한한 가능성을 주목할 만 하다. 개방적인 교육풍토,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육기관, 그리고 폭 넓은 학업분야 등으로 미국은 유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 미국, 그 현장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미국 유학은 유학생들에게 학위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한다. 국제사

회의 공용어가 된 '영어'를 익히는 것은 물론이며, 현지에서 맺은 인맥은 유학

후에도 전세계로 발을 넓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1. 세계 유학 선호도 1위 국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에게 유학 대상 국가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2. 균등한 교육기회

미국 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입학심사에서도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실력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에서는

학교 입학부터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되며 학교들 역시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

에 매우 적극적이다.

3. 방대한 교육기관

대학천국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에는 현재 4,200여 개(4년제 2,500여 개, 2

년제 1,700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각 대학은 방대한 교육시설과 자원을 가

지고 있다. 교육기관의 운영은 각 주의 교육위원회에 일임되어 있어 학교들마

다 개성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4. 세계적인 교육대국

미국 대학은 소위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대학을 필두로 매년 세

계 대학 랭킹 상위권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노벨상 수상 경력을 가진 교수진, 세계 최첨단의 연구설비 등 미국은 세

계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5. 미국 유학의 가치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큰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흐르

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이해하면 세계의 정세 및 미래 전망을 예측할 있게 된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의 교육경험은 장래의 취업 및 사업에 큰 경

험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맥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대학 진학을 위한 유학지로 가장 각광받는 국가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정ㆍ재계에 진출한 수많은 미국 유학 출신자들을 살펴보더라

도 미국 유학이 큰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교육제도 및 고등교육기관 바로 알기!

미국 대학은 특성에 따라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 / Junior 

College),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 종합대학(University),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 특수대학(Specialized Institution) 등으로 나뉜다.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4년의 대학과정을 졸업 한 후 진학한다. 한국

의 의과대학 등에 있는 예과 제도와 같이 Pre-Law, Pre-Pharmacy, Pre-

Medical 등이 있지만 대학원과 직접 연결되는 과정은 아니며 이 과정을 마쳤

어도 진학시 필요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미국의 법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

학, 약학대학, 검안의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등은 일반 대학의 4년 과정

을 졸업하고 입학하는 전문대학(Professional School)으로 구분된다.

2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은 종종 Community College(주립전문대학)로 불리지만, 일부

학교는 Technical College(기술전문대학)나 Junior College(초급대학)로

도 불린다. 4년제 대학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반면 2년제 대학은

Associate Degree(준학사)를 수여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1,200여 개의 2

년제 대학이 있으며 약 600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4년제 대학

미국에는 현재 4,200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 중 인가를 받은 4년제 대학만

2,500여 개에 이른다. 세계 제일의 명문대학을 비롯하여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입학이 가능한 대학까지 입학의 난이도는 다양하며, 규모 면에서

도 학생수가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대학부터 5만 명 이상의 학생을 유치

하는 대규모의 대학까지 있다.

Liberal Arts College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란 대학의 일반교양과목을 가리키는 말로, '리버

럴 아츠 교육'은 학생의 자유로운 발상과 주체성을 중시하는 미국 교육의 전

통이다. 학생수 1,000~3,000명의 소규모 대학으로 보통 학부과정만 있다.

University

유니버시티(University)는 연구자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기 때

문에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도의 연구 설비를

갖추고 민간과 협력하여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도 많다.

Comprehensive College

우리말로 하면 종합대학에 학부중심 대학으로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없다. 주

립대 또는 중간 규모의 사립대학 등이 여기에 속한다.

Specialized College

음악, 미술, 디자인, 건축, 비즈니스, 공학 등이 특수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

는 대학이 여기에 속한다.



대학원(Graduate School)

미국 내 4,200여 개의 대학 중 약 1,200개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약 460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 보

면 대학원생은 대학 재학생(학부와 대학원 합계)의 약 12%(파트타임 포함)

에 해당한다. 

전공분야가 다르더라도 선수과목(Prerequisite) 이수 여부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고,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선수과목(Prerequisite)만 다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학부과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대학원 학위에는 석사학위

(Master's degree)와 박사 학위(Doctorate)가 있으며, 석사학위는 박사

과정과 병행하거나 석사과정만(Terminal Master) 수료하거나 박사과정 도

중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박사과정은 보통 5~8년 과정으로 학부과정 수료 후 석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사과정에서는 2~4년 동안

Course Work를 이수한 후에 Comprehensive / Qualifying 

Examination에 합격하면 박사학위 후보(Doctoral Candidate)가 되고 박

사 논문(Dissertation)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미국 대학,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미국 대학은 매년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며, 대부분의 대학은 이 때 신입생을

선발한다. 1월 학기도 있지만 이는 학교마다 혹은 학과마다 가능한 경우도 있

고, 아닌 경우도 있다. 9월 학기 입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마감 시기는 해당

년도의 1~3월이나, 대학마다 정확한 지원마감일은 다르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지원 마감일 전에 입학지원서를 비롯한 각종 구비서류들이 지

원 대학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모두 구

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 가능한 날짜를 학교측에 미리 알리고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대학지원 준비 일정 (예시)

2018년 2019년

1월 4단계

2월

5~6단계
3월

4월

5월

6월

7단계7월

8월

9월

1~2단계

입학

10월

11월

12월 3단계

※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준비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대학교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두고 참고해야 한다.



단계별 준비사항

학교정보 수집 및 유학시험 준비

(1년~10개월 전 / 전년도 9월~11월)

1단계 : 희망전공에 따른 학교정보 수집

희망 전공 및 지역 기준으로 유학목적, 재정능력(학비와 생활비), 학교성적, 

각종 유학 관련 시험성적 등 본인의 조건과 지원 대학들의 입학요강, 입학 난

이도, 교육여건, 교과과정, 학위취득 요건과 현황, 장학금 수혜 가능성 등 학

교정보를 수집하여 적합한 학교를 찾는다.

2단계 : 유학에 필요한 시험 준비

대학(원)유학에 필요한 시험으로 TOEFL, SAT, ACT, GRE, GMAT 등이 있

으며, 지원 대학의 입학요강을 통해 입학 시 요구되는 시험종류를 확인하고

성적을 취득한다.



지원학교 선정 및 입학지원

(9~8개월 전 / 전년도 12월~해당년도 1월)

3단계 : 지원학교 선정

입학에 필요한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5~10개 정도의 지원학교를 선정한다. 

입학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향지원과 안정지원을 적절히 분산하여 지원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4단계: 입학서류 준비 및 지원

대학별 입학요강에 명시된 입학지원서 및 각종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

여 지원 마감일 전에 원본서류가 도착될 수 있도록 발송한다. 대부분 대학들

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지원절차를 확인하

고, 오프라인 발송 시에는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수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서류 및 TOEFL과 같은 시험성적은 해당기관에서 봉인하여

지원 학교로 직접 발송한다.

입학지원 접수 확인 및 입학허가 통보

(7~4개월 전 / 해당년도 2월~5월)

5단계 : 입학서류 접수 확인

입학지원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발송한 후에는 지원 마감일 이전까지 자신의

지원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접수되었는지 학교측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단계 : 입학허가 통보

입학허가는 대부분 서신으로 통보 받게 되며,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수락 또

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입학 수락은 한 학교에만 해야 하며, 수락

의사 통보 후 유학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 지원자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학금 또는 기금

(Fellowship)을 비롯하여 TA(Teaching Assistance), RA(Research 

Assistance) 등 교수의 조교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학비 보조를 받을 수도 있

다.

비자 신청 및 출국 준비

(3~1개월 전 / 해당년도 6월~8월)

7단계 : 비자 신청 및 출국 준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후 미국 대사관에 학생비자(F1) 신청을 위

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비자 발급 이후에는 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구입, 보험 신청, 현지 숙소 예약 등을 준비한다.



지원조건, 지원서류, 지원시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려면 고등학교 성적 및

ACT 또는 SAT 점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유학

생들에게 ACT/SAT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지만 많지만, 흔히 말

하는 명문 대학들은 이러한 점수들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 조건

미국 대학의 지원조건은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

이가 있다. 특히 상위권의 대학일수록 더 세밀하고 복잡해지므로 희망 대학의

지원조건을 상세히 살펴 합격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성적

대학 입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 성

적’이다. 전체 평균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특정 과목과 고학년의 점수가 중요

하다. 미국 대학의 순위가 높고 명문일수록 고등학교 성적 반영도가 높으므로, 

고등학교 성적이 낮지만 미국의 명문대 진학을 희망한다면 미국의 2년제 컬

리지를 통해 미국 대학에 편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공인 영어점수

유학생은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TOEFL iBT 61~79점

이상을 요구한다.

추천서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서를 필요로 한다.



SAT

미국 유학 준비 시에 자주 언급되는 시험인 SAT는 미국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시험과 비슷하다. 독해, 수학, 작문 시험으로 구성되며 대학들이 요구하

는 최소 점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독해/작문 400점, 수학 700점 이상(영역

별 8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최상위권 대학은 총 2,200~2,250점 이상의

SAT 점수를 필요로 한다. 미국 상위 30위권의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SAT 

점수를 요구하나 그 외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SAT 점수 없이도 지원이 가

능하다.

자기소개서(에세이)

이 대학에 얼마나 다니고 싶은지, 왜 입학하고자 하는지 등의 열정과 성실한

자세를 어필할 수 있다. 본인만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쓰기 능력, 문

장력, 문법 등의 다듬어진 작문실력을 드러낼 수 있다. 에세이를 통해 나의 모

든 장점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확한 특징, 전공과

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지원서류

□ 입학신청서

□ 입학신청비: US$60~150로 온라인 납부 가능

□ 성적증명서

□ SAT/ACT 등의 시험성적(Standardized Test Score)

□ 공인영어성적: IELTS 또는 TOEFL

□ 추천서 1~2부

□ 자기소개서: 입학신청서에 질의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형식 없이 개

인 작성

□ 재정보증서

□ 포트폴리오: 미대/음대 지원자에 한함



지원시기

미국 대학은 가을학기 입학(9월)과 봄학기 입학(1월)이 있으며 학기 시작일

에 따라 원서 마감일이 모두 다르므로 희망하는 대학 및 전공에 따라 마감일

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대학의 경우 9월의 가을 학기 입학이 보편적이다.

일반 전형(Regular Admission)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학 진학 방법으로 12월~2월 사이에 원서를 접수

하고 이듬해 3~4월에 합격 여부를 통보 한다. 대학 및 전공에 따라 원서 마감

일이 다르다.

조기 전형(Early Action)

합격하여도 꼭 그 대학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합격 발표를 미리 받았

더라도 일반전형 학생들처럼 4~5월 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

조기 결정(Early Decision)

합격시 반드시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 전에 이 대학이 본인

이 가장 가고자 하는 대학인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수시 전형(Rolling Admission)

입학원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합격 여부를 먼저 알려주는

제도로 학기 시작 전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늦게 지원해도 동등한 기회

가 주어지나 가능하면 빨리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에게 맞는 편입학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 대학 편입은 미국 외의 대학 즉 한국이나 기타 국가의 대학에서 미국 대

학으로 편입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대학 간에 편입을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자의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수강과목의 성적과 학과목개요를 정리하

여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보내며, 대학의 단과대학에서 2개 대학의 과목이

일치하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영어나 종교,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 받기 어렵다.

편입학 방법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 주립전문대학)를 통한 편입

희망하는 4년제 대학으로 바로 입학하기에 학업성적 및 어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하여 1~2년간 기초 학력을 다진 후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의 성적이 우

수하면 최고 수준의 명문대 입학도 가능하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준학사학

위를 취득한 후 같은 주의 주립대학으로 편입을 보장해주는 입학보장제

(Guaranteed Admission Program)를 활용한다면 미국 대학의 문은 더욱

넓어진다.

미국 내 4년제 대학 간의 편입

입학시 요구되는 학업성적이나 어학점수가 낮은 4년제 대학에서 2년 정도 공

부한 후 좋은 성적을 받아 다른 명문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사

립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4년제 대학교 간의 편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 사립대학이나 다른 주에 위치한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에서 미국 대학으로의 편입

일반적으로 대학 1,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1년 이상 어학연수 후 TOEFL 성

적을 취득하여 미국 대학에 편입학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어학연수를 통해

충분한 영어실력과 미국 생활을 경험한 후 대학을 선정하여 편입학 절차를 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편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조건은 TOEFL iBT 80 

이상이며, 한국 대학교의 1~2학년 성적은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적어도

3.0/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편입 지원조건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수학(학점 기준

24~30학점 미만)한 학생의 경우 SAT 점수를 요구하며, 학교별로 최소 이수

학점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최대 이수 학점을 제한하기도 한다.

편입 지원시기

편입학 지원은 보통 신입학 지원보다 조금 늦게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9월 학

기 기준으로 전년도 11~1월에 걸쳐 신입학 지원이 이루어지며, 1~4월에 걸

쳐 편입학 원서를 접수한다. 유학생의 경우 입학 허가 후 비자 등 출국 준비 기

간을 감안해야 하므로 미국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보다 원서 마감일이

빠르다. 학교별로 원서 마감일은 상이 하므로 반드시 지원 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서 마감일을 꼼꼼히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편입 시 필요서류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24~30학점 미만인 경우 고등학교 성적을 심사에 반영

□ 대학교 성적증명서

□ 공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TOEFL/IELTS.)

□ 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과목 개요(Course Description/Syllabus)

□ 자격시험(SAT/ACT): 필요시

□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Teacher Evaluation)

□ 자기소개서/에세이(Statement of Purpose/Essay)

미국 편입학 FAQ

Q.  전공을 바꿔 편입이 가능할까?

A. 미국은 전공을 바꿔 편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보편화 되어 있다. 

다만, 3학년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1~2학년 때 필요한 선수 과목을 모

두 이수했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이 바뀌는 경우 선수 과목 이수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이수하지 못한 선수 과목을 입학 후 이수

해야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졸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Q.  학사 학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학사과정으로 편입이 가능할까?

A. ‘2nd Bachelor’라고 하여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편입을 허가 하기도 한

다. 단, 동일 전공으로는 불가능하며, 비슷하게 연계된 전공이나 아예 다

른 전공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편입을 제한하는 대학이 많

으므로 반드시 지원 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패스웨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미국대학 편입학

패스웨이(Pathway) 프로그램이란? 진학을 희망하는 미국 4년제 대학으로

바로 입학하기에 학업성적 및 어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주로 선택해 온 방

법은 2년제 컬리지에 입학하여 좋은 성적을 만들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명문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1년을 마친 후 4년제 대학 2학년으로 편입

하는 것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패스웨이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하며,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Shorelight

Education, INTO, Kings Education, Navitas, Study Group 등이 있다.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과정의

명칭은 다르지만 모든 수업은 연계된 대학의 인가를 받아 제공한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낮은 내신성적도 낮은 영어실력도 문제 없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학력 및 영어 입학요건이 4년제 대학으로 바로 입학할

때 보다 현저히 낮다. 다시 쓸 수 없는 내신성적을 붙들고 고민할 필요 없이 패

스웨이 프로그램을 발구름판 삼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

SAT, AP 없이도 미국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SAT나 AP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

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SAT나 AP를 요구하는 문턱 높은 명문대로의 진학도

가능하다.



시작부터 미국 대학 진학을 보장한다!

각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1개 또는 여러 개의 대학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때

문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연계 대학 2학년으로 진학이 보장된다.

미국 대학 랭킹 TOP 50위의 최상위권 대학으로도 진학이 가능하다!

패스웨이 프로그램과 연계 된 대학들 중에는 미국 대학 랭킹 TOP 50위권의

최상위 레벨 대학들도 있다. 즉 지금 내신성적은 비로 5-6등급일지라도 패스

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University of Michigan(15위), New York 

University(20위), University of Illinois(33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36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37위) 등

의 세계적인 명문대로 진학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성공사례가 존재한다.

충분한 준비로 빠른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의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과 한국과 달리 강의, 필기, 암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룹과제, 리서치, 프

레젠테이션이 중심이다. 또한 대학 1학년의 수업은 대부분 100명이 넘는 대

규모 강의가 많고 교수진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하지만 패스웨이 프

로그램은 대부분 학급당 15명 내외의 소규모 강의로 이루어지며 교수진 및

교직원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충분히

미국 교육에 적응한 학생들은 실제로 대학 진학 후 바로 대학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 교육과정

기본적으로 대학 1학년에서 배우는 교양과목 및 전공기초 과정을 배우며, 여

기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연계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미국 대학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업 기술을 익히고, 영어가 부족한 경

우 언제든 충분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진학 가능한 세계 TOP 200위권 미국 대학

예시

세계랭킹 대학명

1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7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23 Cornell University

28 New York University(NYU)

28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31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39 Boston University

46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47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51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ampaign

6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6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71 Emory University

71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77 University of Arizona

81 Michigan State University

111 University of Rochester

129 University of Utah

134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153 University of Iowa

156 Stony Brook University, SUNY

171 University of Mi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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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대표하는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이란?

아이비(Ivy)는 영어로 담쟁이 넝쿨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아이비가

미국의 명문 대학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을까? 명문 대학은 역사가 깊

고, 역사가 깊다 보니 오래 된 건물들이 있으며, 오래된 건물에는 의

례히 담쟁이 넝쿨이 자라고 있다고 상상하는 데서 이 이름이 나왔다.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부의 역사가 오래된 주요 대학들의 미식 축구

리그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아이비리그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하바드

(Harvard), 예일(Yale), 프린스턴(Princeton), 콜롬비아

(Columbia), 다트머스(Dartmouth), 브라운(Brown), 펜실베니

아(Pennsylvania), 코넬(Cornell) 8개 대학을 가리킨다. 여기에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스탠퍼드(Stanford)를 합쳐 아이비 플러

스 리그 (Ivy Plus League)라고도 부른다.



Brown University

위 치 로드 아일랜드주(Rhode Island) - 프로비던스(Providence)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역사학, 생물학, 종교학, 국제학, 방송영화학 등

총 학생수 약 8,000명의 소규모 대학이며, 유럽식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

다. 백인계가 주류인 로드 아일랜드에 위치하여 유명인사의 자녀들이 많이 재

학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과 함께 소수계 재학생

수가 아이리비그 중 가작 적다. 전통 속에서 자유와 변화를 추구하는 리버럴

한 분위기의 대학으로 영어작문을 제외하고는 필수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서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제각기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과 자율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성적을

매기는 방법 또한 특이하다. 학생들은 과목마다 A, B, C로 성적을 받을 것인

지 S(Satisfactory)와 NC(No Credit)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학

생이 원하는 경우 학업성적을 작문형태(Course Performance Report)로

주기도 한다.

학부중심 대학으로 약 70여 개 분야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2학년을 마칠 때 전공을 결정한다. 학사와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

할 수 있는 4년 과정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은

있으나 비즈니스스쿨이나 로스쿨 등의 전문대학원은 없다. 인문·사회과학분

야가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특히 고전학, 영문학, 불문학, 러시아

문학, 비교문학, 철학 등이 유명), 공대는 규모는 작지만 톱 수준이다. 대학원

또한 규모는 작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우수하다.



Columbia University

위 치 뉴욕주(New York) - 뉴욕(New York)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역사학, 정치학, 신문방송학, 노동연구학, 로스쿨 등

미국 최고의 엘리트 대학 중 하나로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모두 훌륭하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사회과학 프로그램이 가장 뛰어나며, 법대와 경영대, 치

대, 의대는 최고 수준이다. 공대, 자연과학, 인문계 프로그램 또한 우수하며, 

UC 버클리, 하버드와 함께 동아시아지역, 문학연구는 미국 최고라 할 수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대학원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으로 14개의 대학원 및 전

문대학원 모두 그 명성이 높다. 실제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훨씬 많으며,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한 학부과정보다 대학원과정이 그 수가 훨씬 많고 다양

하다. 특히 법대는 하버드와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크고 매년 신입생이 500명

이 넘어 ‘변호사 공장’이라는 별명까지 있으며, 신문방송대학원은 미국 최고

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센터(Columbia Presbyterian Medical 

Center)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위생학대학 등 4개의 학교로

구성되는데 모두 뛰어난 학교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문화 및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다는

위치적 조건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 하나로 유학생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이비리그 대학 중 인종구성이 가장 다양

한 대학이다. 또한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 교수들은 물론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중 하나로 전/현직 교수 및 졸업생 중 70여 명이 노벨

상을 수상했다.



Cornell University

위 치 뉴욕주(New York) - 이타카(Ithaca)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노동연구학, 경영학, 호텔경영학, 공학, 기계공학, 건축학, 농학, 
생명과학, 영문학 등

사립대학이면서도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이한 형태로 다른 아
이비리그 대학과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현재 7개 학부와 6개
특수대학원, 그리고 1개의 일반대학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학부와 대
학원은 독립적으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고, 학생들은 해당 학부나 대학원에
속한 교수진의 가르침을 받는다. 또한 아이비리그 대학 중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키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유일하게 농대, 수의대, 호
텔경영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학부에서는 문리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농업·
생명과학대학은 UC Davis, Texas A&M 대학과 함께 미국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영학, 호텔경영학, 사회과학, 자연과학(특히 물리학, 화학, 
곤충학), 비교문학, 영문학, 노동연구학 등도 톱 수준을 자랑하며, 특히 호텔
경영학의 경우 전세계 어느 도시에도 코넬의 호텔경영학과 출신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미국 호텔업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코넬 마피아’
란 말까지 생겨났다. 

또한 공과대학과 더불어 경영대학원,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수의학대학원
등 모든 전문대학원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랭크 되어 있으며, 여성학과 아
시아계 미국인 연구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한 아이비리그 대학이기도 하
다. 지금까지 11명의 졸업생이 노벨상을 수상했으며, 15명의 노벨상 수상자
교수들을 배출했다.



Dartmouth College

위 치 뉴햄프셔주(New Hampshire) - 하노버(Hanover)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경영학, 정치행정학, 국제학, 생물학, 환경학, 심리학, 
영어영문학, 역사학 등

아이비리그 대학 중 그 규모가 가장 작으며, 유일하게 작은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환경과 그림 같은 캠퍼스를 자랑한다.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학생수는 가장 작지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동문회가 탄탄하다. 

전통적인 학부 중심 대학으로 인문학, 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학제간 프로그

램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은 학부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Tuck School of Business는 세계 최초의 경영대학원, Thayer School of 

Engineering은 미국 최초의 공학대학원이며, Dartmouth Medical 

School은 미국에서 4번째로 설립된 의학대학원이다. 특히 Tuck School of 

Business은 매년 MBA 순위 상위 5위 이상에 랭크 되는 등 최고 수준을 자랑

한다.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없는 다트머스 플랜(Dartmouth Plan)이라는 독

특한 학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을 4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를 10주로

구성하여 3년 만에 학사과정 조기졸업도 가능하다. 2, 3학년 때는 학생들이

각자 교과과정을 짜고 외국에서 1-2학기 동안 유학을 할 수도 있으며, 돌아

오는 즉시 새 학기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들이 최소한 1개 외국어에

능숙할 것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45개의

LSA(The Language Study Aboard)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Harvard University

위 치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 캠브리지(Cambridge)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정치행정, 사회학, 영어영문학, 생물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

미국 최초의 대학이자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명성이 높다. 그 명성에 걸맞게

전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 집합장소 이다. 학부는 어느 대학보다도 입학이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성적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공부는 물론이며 리더

쉽이 강하고 특수한 재능도 뛰어나야 한다. 또한 National Merit 장학생, 흑

인학생을 위한 National Achievement 장학금 수상자, Westinghouse 과

학장려상 수상자 중 가장 많은 수가 하버드로 입학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Rhodes Scholarship 장학생을 배출하였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

만 신입생의 약 40%정도가 출신고등학교의 수석 졸업자로 전해지기도 한다.

교수진 대부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1인자들로 지금까지 38명의 노벨상 수상

자들이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특히 하버드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세

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성공한 교수진에게 종신재직권을 주고 이들이 자유롭

게 연구하거나 집필할 수 있도록 엄청난 후원을 해주고 있다.

총 7명의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세계의 수많은 지도자와 정치인, 작가, 작

곡가, 예술가,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저명인사를 배출했으며, 졸

업생 및 교수진 중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도 다수이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

는 모든 프로그램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

대학원, 법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이다.



Princeton University

위 치 뉴저지주(New Jersey) - 프린스턴(Princeton)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수학, 물리학, 미생물학, 경제학, 정치행정학, 공공정책연구학, 
역사학, 철학, 심리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

학부중심의 연구대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도 학부학생들의 수업과정
을 특히 중시한다. 또한 보수적인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
고 전통을 중시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심의
옛 영국식 대학의 형태로 모든 학과가 유명하나 그 중에서도 수학, 물리학, 철
학, 역사학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학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페
르마의 수수께끼를 푼 천재 수학자 앤드류 와일리 교수가 이 곳에 재직 중이
며, 영문학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니 모리슨, 미국 최고의 여성 작가 조
이스 캐롤 오츠,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피 등이 재직하고 있다. 

법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의과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은 없으나 일반대학원
은 미국 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한다. 프린스턴에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몇 가
지 전통이 있다. 첫 번째는 퍼셉토리얼스(Perceptorials)라는 시간으로 교
수와 약 10명의 학생들이 모여 1대 1로 의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데, 이를 통
해 교수와 학생간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 진다. 두 번째는 Honor System
으로 시험시간에 교수가 들어와 시험문제만 내주고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경우
나가서 시험이 끝날 시간에 돌아온다. 학생의 정직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1893년이래 110년 이상 지켜지고 있다. 더불어 프린스턴 학생이 졸업 전에
FitzRandolph Gate로 나가면 졸업을 못한다는 재미있는 전설도 전해진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위 치 펜실페니아주(Pennsylvania) -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경제학, 재무학, 정치행정학, 역사학, 커뮤니케이션학, 
전문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

유펜(U-Penn)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
로 미국 동부의 8개 명문대학의 집합인 Ivy League를 주도했지만 다른 아이
비리그 대학들이 종교적인 배경에서 설립된 것과 달리 민간 주도로 설립되어
진보적인 학풍과 실용중심의 학문적 분위기가 강하다. 

12개의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비리그 대학 중 전
문대학원 프로그램이 가장 다양하고 우수한 대학으로 유명하다. 특히 세계 최
초의 경영대학인 와튼 스쿨은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경영대학원과 함께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 TOP 3 중 하나이며, 의과대학원,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원은 미국 내 최고로 손꼽힌다. 또한 신문방송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대학으
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도 매우 유명하다. 

다양한 종류의 이중학위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영대학과 공과
대학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영공학(Management and Technology)은
경영학와 공학을 함께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다. 또한 학부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3학년을 마친 후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보다 짧은 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석사통합과정(Submatriculation
Program)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대학 중 가장 많은 외국어 강좌를 제공
하고 있는 곳으로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대학이기도 하다.



Yale University

위 치 코네티컷주(Connecticut) - 뉴해븐(New Haven)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정치행정학, 역사학, 심리학, 생물학, 영문학, 연극학,
전문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

신입생의 40% 이상이 사립고등학교 출신일 정도로 부유한 학생들이 많아 귀
족학교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동문 자녀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
고 있어 예일 출신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학부과정을 제공하는 예일
컬리지와 1개의 일반대학원, 13개의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적으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프로그램이 더 강하다. 인문학분야에서 역사학, 
영문학, 불문학, 비교문학, 연극학은 최고 수준이며, 법학대학원은 타의 추종
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때문에 예일의 법학대학원은 신입생 평균 LSAT 점수가 가장 높고 입
학도 가장 어려우며, 졸업생 중 50%가 판검사 연수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수
준이 높다. 

의과대학원 또한 톱 수준으로 매우 유명하며, 아이비리그 대학 중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 분야가 가장 잘 되어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가장 자유로운 분
위기의 대학으로 동일 수준의 다른 대학에 비해 학생과 교수진의 관계가 가까
우며,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비해 학생들 상당수가 동아리 및 단체 활동
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은 대부분 학부생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반해 예일은 아무리 유명한 스타급 교수들이라 해도 학부
생들을 일년에 한 반은 가르쳐야 한다. 때문에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대학
중 하나로 유명하며, 졸업하기 가장 까다로운 대학 중 하나이다.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위 치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 캠브리지(Cambridge)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 모든 공학관련 전공, 물리학, 
수학, 생명공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모든 과정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개교 이래 공학, 자연과학, 건축학, 인

문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공적을 쌓았고, 특히 미국에서 최초로 건축설계를 가

르친 대학으로 1930년에는 도시계획분야도 추가하면서 세계 건축계에 큰 영

향을 미쳐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을 배출하여 전세계 이공계 학생

들에게는 꿈의 대학이며, 현재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공대와 함께 미국 3대

공과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든 공학 및 자연과학 프로그램 등은 미국 내

랭킹 5위에 속하며, 컴퓨터 공학, 의학공학, 원자공학, 기계공학, 미생물학, 

재료공학은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최고의 언어학과 경제학과를 자랑할 정도로 사회과학 프로그램

이 우수하다는 것도 MIT의 특징으로 경영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

려운 곳 중 하나이다. MIT의 가장 큰 특징은 우수한 교수진이다. 모두 해당 분

야의 1인자들로 현재 MIT에 재직 중인 교수진 중 노벨수상자가 8명, 맥아더

펠로우가 17명, 퓰리처상 수상자가 2명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MIT 교수진

중 노벨상수상 석학들이 76명에 이르는 탓에 노벨상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

이다. 학생들은 이처럼 유명한 교수들의 실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성

과도 매우 대단하여 재학생들까지도 핵 원자로, 전자실험실, 초음속 바람 터

널 등 최고의 시설을 사용하여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 MIT이다.



Stanford University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스탠포드(Stanford)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전자공학, 기술공학, 생명공학, 물리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모든 과정(특히 공학 및 사회과학 관련)

‘금세기의 가장 성공한 대학’으로 묘사될 만큼 급속한 발전을 이룬 대학이다. 

비슷한 수준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달리 공대가 매우 우수하여 MIT, 

UC 버클리와 함께 미국 최고 수준이며, 특히 1950년대부터 30년 발전계획

을 세워 첨단학문인 컴퓨터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정상급 교수들을 대거 유치

하여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 공학 외 인문과학분야도 상위권으로 특히 물리

학, 경제학, 철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정치학 등이 뛰어나며, 그 외 공학미술, 

디자인, 음악, 생물학, 커뮤니케이션, 컴퓨터정보과학, 공학, 기술공학 등도

유명하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강하며 그 중에서도 심리학, 전자공학, 컴퓨

터공학, 통계학, 경영대학원(MBA)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대학원의 경우 영어, 경제학, 역사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이 우수하며, 전

문대학원은 경영대학원, 법학대학원, 의과대학원 등이 모두 호평을 받고 있다. 

때문에 우수한 수준만큼 입학이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특히 경영대

학원은 미국에서 가장 입학이 어려운 학교 중 하나이다.

세계적인 첨단 산업기지인 실리콘 밸리가 가까이 있어 교육과 연구에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실리콘 밸리의 대표적 기업인 야

후, HP, 썬마이크로 시스템, 씨스코 등은 스탠포드 졸업생이 창립하였으며, 

실리콘 밸리를 이끌고 있는 상당수의 인재들이 스탠포드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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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집중,
명문 25개 대학이 뜬다!

NEW 아이비리그 대학이란?

美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내 입시 경쟁 과열로 기존 아이비리그에 버

금가는 명문 25개 대학이 ‘뉴 아이비스(25 New Ivies)'로 불리며 새롭게 급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뉴 아이비 대학은 일류 교수진에 양질의 커

리큘럼을 갖추고 우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뉴 아이비 대학

의 급부상은 지난 10여 년 간 입시 경쟁 과열로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다. 이

전에는 이들 대학입학 문이 그리 좁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비리그 뺨치는

‘좁은 문’으로 변해버렸다. 뉴 아이비 대학에는 버지니아대를 비롯 보스턴칼

리지, 보도윈칼리지, 카네기멜론대, 클레어몬트칼리지, 콜비칼리지, 콜게이

트대, 데이빗슨칼리지, 에모리대, 케니언칼리지, 매캘레스터대, 미시건대, 

뉴욕대, 노스캐롤라이나대, 노트르담대, 올린칼리지, 리드칼리지, 렌셀레어

공대(RPI), 라이스대, 로체스터대, 스키드모어칼리지, 터프츠대, UCLA, 밴

더빌트대, 워싱턴대 등이 포함되었다



Boston College

위 치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 체스넛힐(Chestnut Hill)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회계학, 재무학, 마케팅, 영문학, 역사학, 심리학, 신학, 
철학, 정치학, 생물학 등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대학이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제공하

는 종합대학으로 현재 인문과학대학, 교육대학, 법학대학, 경영대학, 간호대

학, 사회복지대학, 신학대학, 그리고 보다 깊은 연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

한 Woods College of Advancing Stud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

야의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만 4,000개가 넘는 학위를 수

여하고 있으며, 학부과정에서는 경제학, 회계학, 재무학, 마케팅 등의 경영학

관련 분야와 영문학, 

역사학, 심리학, 신학, 철학 등의 인문분야가 강하고, 이 외에도 정치학, 생물

학 등이 유명하다.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학습강도가 강하고 예수회의

교육철학이 반영되어 인문교육과 폭넓은 교양을 중시하고 있어 학부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영문학, 역사학, 자연과학, 수학, 철학, 사회학, 

외국어 등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처음 Liberal Arts 대학으로 시작하

여 학부과정이 강했으나, 현재는 대학원과정 또한 매우 우수하다. 특히 법학

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법대 중 하나로 명성이 높다.

특히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입학지원자수가 43%나 증가했으며, 

학교 기부금도 늘어 1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학으로 매년 교수진을 늘리고 학생리서치 및 교육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Bowdoin College

위 치 메인주(Maine) - 브런스윅(Brunswick)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정치학, 생물학, 화학, 역사학 등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미국 동북부 메인주의 그림같이 아름답

고 아담한 작은 마을인 브런스윅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대서양이 한눈에 내

려다보이는 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200 에이커에 이르는 아름다운 캠

퍼스를 자랑한다. 또한 보우든 미국에서 가장 북부에 위치한 메인주에 있어

북극곰(Polar Bears)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

미국 최고의 리버럴 아츠 대학(Liberal Arts College) 중 하나인 만큼 입학

이 매우 어려운 대학이기도 하다. 최고수준의 학부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과

학분야의 전공이 우수하다. 인기전공으로는 화학, 생물학, 환경학, 정치학, 경

제학, 영문학 등이 있다. 한 클래스당 16명 이내로 구성된 소규모 강의를 통한

집중적인 교육과 세심한 학사관리를 자랑하며, 공부를 많이 시키는 대학으로

도 유명하다. 그 결과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톱 수준의 대학원, 로스쿨, 비즈

니스 스쿨, 의대 등으로 진학한다.

총 학생수는 약 1,900명 정도로 이 중 백인학생은 72%, 아시안은 12%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졸업생 중 유명인사로는 미국 14대 대통령인 Franklin 

Pierce,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명인 Wadsworth Longfellow, 

주홍글씨의 작가로 미국 19세기 최고의 작가인 Nathaniel Hawthorne 등

이 있다.



Carnegie Mellon University

위 치 펜실베니아주(Pennsylvania) - 피츠버그(Pittsburgh)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을 비롯한 모든 공대 프로그램, 연극학, 
경영학, 비즈니스 스쿨 등

미국 자본가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가 설립한 카네기

공대에서 시작 되었으며, 1967년에 앤드류 멜론(Andrew W. Mellon)이

세운 멜론 공대가 합쳐져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펜실베니아 서부 산업도시인

피츠버그, 그 중에서도 부유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도시이긴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산과 숲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1972년 취임한 사이어트 전 총장은‘날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비교우위전략을 학교운영의 첫 번째 방침으로 내세웠다. 이

러한 역동적이고 활발한 발전 움직임으로 카네기 멜론은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공학 분야는 MIT, UC 버클리와 함께 미국 최고 수준이다. 건축학, 공연예술, 

비즈니스 스쿨이 유명하며, 특히 연극학과는 미국 대학 중 최초로 개설되었다. 

학부보다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중심이며, 대학원생 중 거의 절반이 외국학

생일 만큼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다. 졸업생 중 유명인사로는 영화 뷰티풀 마

인드의 주인공인 수학천재 존 내쉬(John Nash) 박사, 화가 앤디 워홀

(Andrew Warhola), 배우 홀리 헌터(Holly Hunter) 등이 있다. 전체학생

중 아시아 학생이 24% 정도로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다

는 특징이 있다.



Claremont Colleges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클레어몬트(Claremont)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생물학, 영문학, 미술, 여성학, 
국제경영학 등

포모나 컬리지(Pomona College), 하비머드 컬리지(Harvey Mudd 

College), 스크립스 컬리지(Scripps College), 클레어몬트 멕케나 컬리지

(Claremont McKenna College), 피처 컬리지(Pitzer College) 등 5개

대학과 클레어몬트 대학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응용생명

과학 대학원(Keck Graduate Institute of Applied Life Sciences) 등 2

개 대학원으로 이루어진 대학 컨소시엄을 가리킨다. 학생들은 5개 대학의 캠

퍼스 내 연구시설 및 도서관을 자유롭게 공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중 하비머드는 MIT, Caltech과 경쟁할 정도로 이공계열의 전공이 강세를

보이는 대학으로 공대 순위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이며, 수업의 70% 정도가 20

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험을 집에서

혼자 치르는 ‘아너 코드(Honor Code)’ 형태로 치르고 있다. 포모나와 멕케

나는 미국 최고의 리버럴 아츠 대학으로 TOP 10 내 꼽힐 정도로 명성이 높으

며, 특히 멕케나는 클레어몬트 대학원과 협조하여 5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처는 클레어몬트 컬리지들 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대학으로 수업이 중앙 테이블에 앉아 토론식으로 진행된

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스는 클레어몬트 컬리지들 중 유일한 여

자대학으로 생물, 영어, 미술, 심리학 부분에서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여성학과 국제경영학도 매우 우수하다.



Colby College

위 치 메인주(Maine) - 워터빌(WaterVille)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생물학, 영문학, 역사학, 정치학, 국제학 등

콜비 컬리지는 1813년 메인주 워터빌에 설립된 전통 있는 리버럴 아츠 대학

(Liberal Arts College)으로 미국 최고의 컬리지 중 하나이다. 메인 문학/신

학 대학(Maine Literary and Theological Institution)으로 시작하여, 

1821년 워터빌 컬리지(Waterville College)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867

년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는 데 공헌한 가드너

콜비(Gardner Colby)를 기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리버럴 아

츠 대학 중 12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871년 뉴잉글랜드 지방

의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여학생 입학을 허가한 대학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화가 잘 된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려, 2005년 국제교육자 협회

(NAFSA)로부터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 

분야가 강하고 리서치와 프로젝트를 중시하는 수업을 특징으로 한다. 실제로

1,846명의 재학생 중 67%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24개 학과에

53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경제학, 생물학, 영문학, 정치학 등이 강

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대학과는 달리 1월에도 집중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도 활발해 32개의 대학 대표팀을 갖고 있으며 학생클럽

도 110여 개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Colgate University

위 치 뉴욕주(New York) - 해밀턴(Hamilton)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등

뉴욕주의 시러큐스(Syracuse)와 유티카(Utica) 사이에 있는 해밀턴

(Hamilton)에 자리하고 있으며, 약 약 627만㎡에 달하는 아름다운 캠퍼스

를 자랑한다. 특히 아름다운 호수와 미국 내 최고 수준의 골프코스인 Seven 

Oaks GC는 콜게이트의 자랑이다.

콜게이트 대학교는 종합대학과 리버럴 아츠 대학(Liberal Arts College)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대학이다. 현재 51개 프로그램에 약 3,000명의 학생

이 재학 중이며,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생물학, 심리학, 화학, 인문 분야에서는

영문학, 예술학, 미술사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국

제관계학, 사회학, 인류학이 인기가 높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20여 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 한기 동안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스페인, 유럽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업 못

지않게 스포츠도 활성화되어 있어 전체 학생의 80% 이상이 학교를 대표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교내 팀에서 활동한다. 특히 골프는 디비전 I에 속할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식축구와 아이스하키가 유명하고, 여자 농구

팀 등 25개 팀이 디비전 I에 속할 정도로 우수하다.



Davidson College

위 치 노스 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 데이비슨(Davidson)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생물학, 경제학, 영문학, 역사학, 정치학 등

1837년 그리스도교의 장로교단에 의해 설립된 리버럴 아츠 대학(Liberal 

Arts College)로 종교성이 짙으며, ‘자유가 생겨나는 곳에서 배움을 소중히

하라(Alenda Lux Ubi Orta Libertas)’를 교훈으로 한다. 최근 10년 사이

입학지원 학생수가 40%나 증가한 신흥명문으로 20개 전공에서 850여 가지

의 이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2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하며, 32개

과정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생물학, 경제학, 영문학, 역사학, 정치학 등이며, Pre-

medical, 법학, 경영학 등의 Pre-Professional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데이비슨의 특징이라면 160년에 걸친 아너 코드(Honor Code)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강의나 연구, 시험, 도서관 이용 등이 모두 정직과 믿음을 바탕으

로 한 자율과 무감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재정보조 패키지에 학생융자를 없

인(No-Loan Policy) 첫 번째 리버럴 아츠 대학으로 모든 학생이 그랜트

(Grant)나 근로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학생의 60% 이상이

‘딘 러스크 국제연구(Dean Rusk International Studies)’프로그램에 의

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연수 활동이나 연구 활동,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하

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

다. 또한 엘리트 코스로 잘 알려진 로즈장학생을 20명 이상 배출한 명문 대학

이다.



Kenyon College

위 치 오하이오주(Ohio) - 갬비어(Gambier)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심리학, 정치학 등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오래 된 사립대학이다. 1939년 존 크로 랜섬

(JohnCrowe Ransom)이 <케니언 리뷰 Kenyon Review>를 창간하면서

문학의 산실로 명성을 얻었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는 학풍을 갖고 있으며, 200년에 가까운 세월이 깃

들어 고풍스러운 웅장함을 자랑하는 캠퍼스는 미국 대학들 중에서도 아름답

기로 손꼽힌다. 특히 404만 7000㎡에 이르는 캠퍼스에는 약 154만㎡의 자

연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캠퍼스 덕분에 생물학 분야의 수준도 높

다. 또한 문예창작, 영문학 등이 우수하며, ‘작가들의 컬리지’라는 별칭을 갖

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현재 18개 학과에 3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오랜 문학 전통이 이어져 문

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의 80% 이상이 해외의 대학

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참가하며, 학생들의 연구활동

을 중시하는 교풍에 따라 절반 이상이 독자적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여 120개가 넘는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유명 졸업생으로는 미

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루서퍼드 헤이스와 스웨덴 총리를 지낸 올로프

팜, 시인 로버트 로웰, 소설가 칼렙 카, 영화배우 폴 뉴먼 등이 있다.



Emory University

위 치 조지아주(Georgia) - 애틀란다(Atlanta)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정치학, 역사학, 심리학, 화학, 생물학, 법학, 의학,
신학 등

코카콜라의 지원으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대학 중 하

나가 되었으며, 이처럼 코카콜라에서 후원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여 '코카콜

라 대학'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

전하고 있는 사립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기도 하다.

일반대학원보다는 학부와 전문대학원과정이 중심으로 특히 경영대학원, 법

학대학원, 의과대학원, 신학대학원은 미국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한 에모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미국 남부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으

며, 이 외에도 카터센터, 미국질방예방통제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문연구로도 주목 받고 있다.

풍부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학생 재정지원도 좋은 편이어서 재정보조

를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76%에 이르며,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들보다

유학생에 대한 재정지원도 비교적 우수하다. 또한 학교시설 및 교육에도 전폭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재정으로 해마다 타 명문

대에서 스타급 교수진들을 스카우트 해오고 있으며, 이전 미국 대통령

Jimmy Carter, 부커상(Booker Prize) 수상자인 소설가 Sir Salman 

Rushie, XIV Dalai Lama, 퓰리처상(Pulitzer Prize) 수상자인 시인

Natasha Trethewey, 내과의사이자 CNN 의학담당 수석기자인 Dr. 

Sanjay Gupta 등도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Macalester College

위 치 미네소타주(Minnesota) - 세인트 폴(St. Paul)

운 영 형 태 사립대학

인 기 전 공 경제학, 정치학, 영문학, 생물학 등

전체학생수 약 2,000명의 소규모 리버럴 아츠 대학이지만 전세계 75개국 학

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적인 대학이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미

술 분야에서 36개의 전공과 35개의 부전공, 700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정치학, 경제학, 영문학, 생물학 분야가 우수하다. 건축학과 공

학에서는 복수학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스쿨, 

비즈니스 스쿨, 의학대학, 또는 정치학 대학원으로 진학한다. 특히 의학대학

지원자의 합격률이 9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약 65개 이상의 국가에서 한 학

기 이상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의

학생들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매년 250여 명의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학기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

여하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경험

을 쌓는다.

학내 활동도 활발하여 동호회와 학생기구가 80개가 넘으며, 프린스턴 리뷰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좋은 대학’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졸업

생 중 유명인사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창간한 드윗 월리스(DeWitt 

Wallace),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 미국 부통령 월터 먼데

일(Walter Frederick Mondale), 베트남전쟁에 관한 소설로 명성을 얻은

작가 팀 오브라이언(Tim O’Brien) 등이 있다.



New York University

위 치 뉴욕주(New York) - 뉴욕(New York City)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재무학, 방송영화학, 연극학, 신문방송학,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미술, 법학, 수학, 철학 등

뉴욕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교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 중심부에 위치하

고 있는 탓으로 다른 대학처럼 별도의 넓은 캠퍼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맨하

탄 내 여러 곳에 건물들이 흩어져 있다. 맨하탄을 돌아다니다가 보라색과 흰

색 깃발이 보이는 건물은 모두 NYU의 건물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립대학 중 하나로 미국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 1위로 꼽히

는 곳이다.

특히 경영학, 금융학, 방송영화학, 연극학, 신문방송학, 미술, 법학, 수학, 철

학 등이 인기가 높지만, 사실상 NYU는 특정학과를 인기학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과정이 유명하다. 또한 현장 경험을 중시하고 실리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대학 분위기에 더하여 환경적인 장점을 살려 학업과 관련한 다양

한 인턴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현재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는 물론 수없이 많은 명사들

을 배출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NYU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어 인적 네트워크

또한 훌륭하다. 뉴욕 중심부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인 만큼 학비나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곳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학생들에게는 꿈의 대학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대학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장학금 제도가 우수하여 학부생 중 52%가 학비보조를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Reed College

위 치 오레곤주(Oregon) - 포틀랜드(Portland)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사회학, 영문학, 생물학

리드 컬리지는 1908년 설립된 리버럴 아츠 대학으로 1908년 설립되었으며, 
교명은 오리건주의 개척자이자 사업가로서 학교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기증
한 시미언 가넷 리드(Simeon Gannett Reed)와 어맨다 리드(Amanda 
Reed) 부부의 성을 따서 지었다. 설립 이래 순수학문만을 가르치는 학부중심
의 대학으로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인
문학과 과학분야가 중심이며, 졸업생의 박사학위 취득률이 미국 전역에서 상
위 3위에 들 정도로 아카데믹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예술, 역사·사회과학, 문학, 수학·자연과학, 철학·종교·심리학·언어학 등 5
개 분야에서 22개 전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혼합전공(Interdisciplinary 
Major)도 12개나 개설하고 있다. 평균 학생수는 15명의 소규모 강의로 구
성되어 있으며, 모든 강의는 교수와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문답식으로 진
행된다. 신입생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등 인문학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
야 하며, 4학년이 되려면 전공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졸업논문을 작성한
뒤 교수들과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4년 안에 졸업할 확률이 50%에 지나지 않고, 신입생 가운데 20%
가 2년 안에 탈락하는 등 엄격한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엄격한 교육을 받는 만큼 성과도 훌륭하여 대학 최고의 영예인 로즈 장학생
(Rhodes Scholars)을 31명이나 배출했다.



Olin College of Engineering

위 치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 니드햄(Needham)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모든 전공

대학의 정식 명칭은 프랭클린 더블유 올린 공과 대학(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이다. 설립 이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
원, 실험과 혁신을 추구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의 공대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총 학생수는 약 334명
정도이지만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만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
을 거쳐 입학한다. 재학생 전원에게 약 13만 달러에 달하는 4년 학비 전액이
지급되며, 교수진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9:1로 낮은 편이어서 학생 중심의 깊이 있는 교육
이 이루어진다. 올린 공대 교육의 특징은 신입생들에게 이론부터 가르치는 기
존 공대 교육에서 탈피하여 처음부터 실험을 위주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며, 디자인을 중시한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발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의 뱁슨 컬리지(Babson College)와 웰즐리 컬리지(Wellesley 
College) 등 우수한 대학과의 학문 교류를 통해 공과대학으로서 부족한 인문
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4년간의 학비 전액 면제로 뽑는 학생 선발과정은 교수들이 지원서를 검토하
고 입학사정관들에게 후보 명단을 제출하면 우선 180명을 뽑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지원자들은 학교로 초청되어 2일간의 평가를 받은 다음 최종 선발된
다.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위 치 뉴욕주(New York) - 트로이(Troy)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건축학 등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대 중 하나로 영어권에서는 최초로 이학사 학위를 수
여한 대학이기도 하다. 미국 최고의 사립 공대 중 하나로 한때는 MIT를 능가
하는 공대였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원자폭탄 제작 거부로 인해 지원금이 줄어
들면서 MIT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실용적인 공학을 강조하는 대학으로 학계보다 기업체에 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1980년에 만들어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미국 최초의 산학협력 프로
그램이다. 런셀레어 공대 출신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발견과 발명을 이루
었다. 일례로 아폴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우주과학자, E-메일에 쓰이는
@기호의 고안자, 휴대용 전자계산기 발명가, 리치 칫솔 발명자, 베이킹 파우
더 발명자, 텔레비전 발명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발명자, 브루클린교 설계자
등 이 런셀레어 공대 출신이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베이 네트워크와 같은
세계적인 첨단기업의 창립자 중에도 이 학교 동문이 적지 않다.

런셀레어는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하키팀은 전국 우승을 두 차례나 거
두기도 했으며 눈이 많은 곳에 학교가 위치해 스키클럽도 명성이 높다. 또한
교내에는 예술, 밴드, 치어리딩, 체스, 합창, 컴퓨터, 동성애, 국제문제, 사회
봉사 등 125개의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Rice University

위 치 텍사스주(Texas) - 휴스톤(Houston)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생화학, 생체공학, 세포학, 생물학, 신체운동학, 우주물리학, 
경제학, 정치학, 건축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역사학, 심리학,
영어영문학, 음악 등

한국에서는 그리 잘 알려진 대학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명문으로
남부의 하버드로도 불리며, 각종 평가에서 항상 미국 내 20대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고 있다. 특히 적은 학생수, 저렴한 등록금, 우수한 교수진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으로 유명하다.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으로 미국 사립 대학
중 재산이 여덟번째로 많은 부자 대학으로 신입생 중 절반 이상이 장학금 제
도의 혜택을 받을 만큼 우수한 장학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
확보 및 훌륭한 연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상황도 매우 좋다.

모든 교육 및 연구과정이 우수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대, 특히 의학공학분야가
매우 유명하다. 그 외에도 건축학, 생체공학, 생화학, 세포학, 신체운동학, 우
주물리학, 생물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경제학, 심리학, 영어영문학, 역사학, 
정치학, 음대 등이 유명하며, 건축학과는 미국 대학 중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도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인문사회계열의 전공들도 우수하지만 학부과정에 경영학과가 없어
서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진다. 또한 라이스 대학교가 위치한 휴스턴은 세계
최첨단의 의료센터 단지와 수많은 관광지도 자리하고 있으며, 미항공우주국
(NASA)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라이스 대학은 항공우주분
야가 매우 뛰어나다.



Tufts University

위 치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 메드포드(Medford)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심리학, 유아교육학, 영어영문학, 
생물학, 식품영양학 및 법학대학원, 의과대학원, 치의과대학원, 
수의학대학원 등

터프츠 대학교는 1852년 인가를 받고, 1854년 개교한 대학으로 ‘지식이 세
상을 바꾼다.’는 교육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이념
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수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재건 사업에 터프츠의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이
적극 동참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미국 남부에서 가장 우수한 사립대학 중 하나로 대학원 보다는 학부중심의 연
구대학이지만 대학원 또한 우수하다. 특히 의학대학은 미국최고수준이며, 치
대 또한 매우 수준이 높다. 생물학 분야의 프로그램(특히 의학공학과)이 유명
하며, 보건대와 중남미 연구 프로그램도 우수하다. 영양학, 국제관계학, 경제
학, 정치학, 영문학 등이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며, 러시아어, 중
국어, 일본어, 라틴어 등 외국어교육을 유난히 중시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졸업생 중 98%가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구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학업 외에도 학생들은 미술, 성가대, 무용, 드라마, 국제문제, 재즈밴드, 정치, 
사회봉사, 종교, 직업,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1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내행사로 예술 전시회와 국가와 세계 포럼, 그
리고 국제사건 심포지엄 등이 열리기도 한다.



Skidmore College

위 치 뉴욕주(New York) - 새러토가 스프링스(Saratoga Springs)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영문학, 심리학, 시각공연예술학 등

1903년 루시 스키드모어 스크라이브너(Lucy Skidmore Scribner)가 여성
산업클럽(The Young Women’s Industrial Club)이라는 명칭으로 설립
하였으며, 1911년 스키드모어 예술 학교(Skidmore School of Arts)를 거
쳐 1922년 4년제 학위를 수여하게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캠퍼스는 원
래 새러토가 스프링스의 중심지에 있다가 1961년 교외로 이전하였으며, 이
부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이자 학교 이사인 에릭 존슨
(Erik Jonsson)이 기증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존슨 캠퍼스라고 이름 붙
였다.

스키드모어는 모든 분야에서 실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며, 각 학문간의 융통
성을 허용하여 2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 걸쳐 공부할 수 있는 이학제
(interdisciplinary)를 시행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다. 인문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에서 30여 개의 전공(major)과 부전공
(minor)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교양학문 이외에도 경영학 등 폭넓은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평생학습(University Without Walls) 강좌도
열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기전공
은 비즈니스, 영문학, 시각공연예술학, 심리학 등이다. 

학업 이외에 이 외에 학생활동도 활발하여 100여 개의 학생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19개의 운동부가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 방송영화학, 연극학, 
경영대학원 및 법학대학원, 공대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UC) 로스엔젤레스 캠퍼
스로 UC 계열 대학 중 학생수가 가장 많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산업체에서
가장 연구비를 많이 받는 대학 중 하나이다.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으로 120
여 개의 학사과정과 200여 개의 대학원과정 및 11개의 전문대학원을 제공하
고 있다. 

UCLA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지리적
으로 헐리우드나 베버리힐즈가 가까운 만큼 영화학과의 인기가 특히 매우 높
다. 미국 인디 영화의 발생지로 같은 수준의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와 달리 인디 영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댄스, 드라마, 
음악 등 예술 관련 프로그램도 최고 수준이며, 경영대학원 및 법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또한 매우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및 공학 프로그램
도 훌륭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미 TOP 3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서관, 우수한 스포츠 시설, 푸른 캠퍼스 등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고 있으며, 축구, 야구, 육상, 농구 등 미국 대학 스포츠
의 인기 종목 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명 졸업생으로
전설적인 록그룹의 리드 싱어 짐 모리슨, 영화 대부의 감독 프랜시스 포트 코
폴라, 미국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 미셸 콴, 첫 흑인 노벨상 수상자 랄프번치, 
플루토늄을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글렌 씨보그, E.T, 죠스, 쉰들러 리스트 등
의 영화 음악을 작곡한 존 윌리엄스 등이 있다.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위 치 미시간주(Michigan) - 앤 아버(Ann Arbor)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영어영문학, 도서관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및 자연과학분야, 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공학분야, 법학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 모든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과정

미국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UC버클리와 버지니아대, UCLA, 위스콘신, 
UNC 등과 함께 미국 최고의 주립대로 손꼽힌다. 1960, 70년대 반전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대학 중 하나로 지금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중부지역에서 가
장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

현재 12개 단과 대학에서 7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부 전
공만 해도 220개가 넘는 등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중 하나이다. 미국 대학 중 처음으로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를 시작했고, 컴퓨터 언어 PL도 이곳에서 개발되었다. 사회과학 프로그램(특
히 사회학, 도서관학, 정치학, 인류학)과 공대는 최고 수준이며, 자연과학 프
로그램 또한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법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의과대학원 등
모든 전문대학원 프로그램도 훌륭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대부분의 전공이 모두 상위권을 자랑하는데 특히 재학생의 10%이상이 속한
아너 프로그램(Honor Program)은 영재 중의 영재를 길러내는 제도로 알려
져 있다. 참고로 아너 프로그램 학생들은 아주 작은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고
특별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또한 학부생에게도 연구 기회를 많이 주는 세계적
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명성이 높다. 학교의 자부심은 미시간대 학생회관 입구
에 새겨져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나는 동부 미시간대(하버드)를 졸업했
다”는 문구에도 잘 드러나 있다.



University of Notre Dame

위 치 인디애나주(Indiana) - 노트르담(Notre Dame)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회계학, 재무학, 정치학, 심리학, 공학, 의/약대 예비과정
(Pre-Med) 등

1842년 설립된 노트르담 대학교는 보스턴 컬리지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카톨릭계 대학이다. 미국 카톨릭 대학 중 랭킹 1위의 대학이며, 미국 대학 중
에서도 최상위권의 대학이다. 또한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교환학생
으로 공부할 정도로 국제화가 잘 되어 있으며, 학부생의 의학대학원
(Medical School) 합격율도 매우 높다.

연구중심대학이자 학부중심대학으로 대학원보다는 학부과정이 더욱 다양하
고 유명하다. 인문대학, 건축대학, 경영대학, 공학대학, 과학대학, 일반대학원, 
법학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학, 회계학, 재무학, 정치학, 심리학, 
공학, 의/약대 예비과정(Pre-Med) 등이 유명하다. 하버드, 프린스턴과 함
께 재학생의 90% 이상이 4년 만에 졸업하는 유일한 학교이며, 가장 많은 수
의 졸업생이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학구적인 대학이다.

1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First Year of Studies라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약 98%의 학생들이 무사히 2학
년으로 진급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학부중심의 교육
으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고, 우수한 대학원으로의 진학률도 매우 높
다. 단, 명문사립답게 학비가 비싼 편이며, 미국의 Top 대학들 중 동양계 학
생이 가장 적은 학교이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위 치 노스 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 채플힐(Chapel Hill)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신문방송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생물학 및 의과대학, 치의
학대학, 법학대학, 경영대학 등 전문대학원의 모든 과정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간직한 미국 최초의 주립대 중 하나이며, 아름답기로
유명한 캠퍼스는 영화 속에도 자주 등장한다. 현재 9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스쿨과 메디컬 스쿨에 대한 평판이 매우 우
수하고, 사회과학 프로그램, 신문방송학, 사회학, 경영학, 영문학, 심리학, 생
물학 등도 인기가 높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시설 및 도서관 시설을 갖
추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한가지 주요한 특징은 이처럼 우수한
시설 및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우수한 교육과 더불어 스포츠에도 뛰어나다. 미국
최고의 여자 축구팀을 갖고 있으며, 이 팀은 지난 15년 동안 13번이나 챔피언
을 차지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여자 축구 스타 미아 햄 등 미
국 여자 축구 대표 선수 상당수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출신이다. 남자 농
구팀 역시 최고 수준으로 켄터키대학과 함께 역사상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라시드 윌러, 제리 스택하우스, ‘덩크 활제’
빈스 카터 등 수 많은 NBA 스타도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가 배출했다.

전체 학생수는 약 29,140명으로 대규모 대학이지만, 주립대의 경우 전체 학
생 중 약 85%는 주 내 학생으로 채우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생은 전
체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University of Rochester

위 치 뉴욕주(New York) - 로체스터(Rechester)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사회과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시각 및 공연예술학, 음악, 광
학, 화학공학, 전자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생명공학, 의학, 치의
학, 간호학 등

1850년 뉴욕주 로체스터에 설립된 연구중심의 대학이다. 처음 침례교 계통
의 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 1897년 처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고, 1900년
최초로 여학생 입학이 허가되었다. 러쉬리스(Rush Rhees)가 총장으로 재
직하던 1900~1935년 사이에 크게 발전했는데, 특히 세계적인 필름제조회
사인 이스트만코닥 필름사의 창업자 조지 이스트만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스
트만 음악대학과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세웠다. 1925년 첫 박사학위가 수여
되었으며, 1927년에 현재의 캠퍼스가 마련되었다.

실제 수준에 비해서 학문적 명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으로 주위에 있
는 이스트만 코닥 필름사와 Xerox사의 후원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대학
원 재정 지원 상황이 가장 좋은 대학 중 하나로 해마다 학교발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무척 밝다. 특히 이스트만 음대(Eastman 
School of Music)은 줄리아드, 커티스 음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최
고 수준임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프로그램(특히 의
학공학과 분자유전학), 경제학, 정치학, 비즈니스 스쿨이 우수하며, 광학
(Optics) 연구 또한 유명하다. 인기전공으로는 사회학, 공연예술학, 생물학
등이 있으며, 치과대학도 미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 졸업생의
80%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학구적인 분위기의 대학이다.



University of Virginia

위 치 버지니아주(Virginia) - 샬럿츠빌(Charlottesville)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경제학, 재무학, 국제관계학, 심리학, 정치학, 영문학, 역
사학, 건축학, 공학 및 경영대학원, 법학대학원, 의과대학원 등

1819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최
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로 미국 대학 랭킹에서 주립대학으로는 UC 버클리와
늘 선두를 다투는 최고의 주립대학이다. 주립 연구대학으로는 드물게 학부로
더 유명하지만 대학원 수준 또한 높으며, 전문대학원은 모두 톱 수준이라 입
학이 어렵다. 법학과 정치학 등이 강세이며, 로스쿨은 미국 10위, 비즈니스
스쿨은 미국 12위, 세계 26위에 올라있다. 

인문, 사회과학 프로그램도 우수한데 특히 영문학, 종교학, 역사학, 경제학이
톱 수준이며, 공학과 자연과학 프로그램에서는 천문학과 생물학 관련 프로그
램이 우수하다. 학부에서는 상경학과 정치학이 유명하며, 공대에서는 특히 건
축학이 유명하다. 또한 또 영문학도 졸업 후 저널리즘, 출판, 방송국 등 다양
한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버지니아대는 ‘강한 육체가 강한 정신을 낳는다.’는 설립자 토머스 제퍼슨의
말에 따라, 미국 내 가장 좋은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체력 단련에 힘
쓰고 있다. 학문과 스포츠의 균형이 우수한 대학으로 미식축구, 남자 축구, 남
자 라크로스, 남/녀 농구팀들이 우수하다. 또한 학생들의 94%가 수영장, 운
동장, 웨이트룸, 요가와 킥복싱 공간 등 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실내 레크리
에이션 시설(AFC센터)을 이용하고 있다. 2007년부터 하버드, 프린스턴과
함께 조기 전형을 폐지하였다.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위 치 미주리주(Missouri) - 세인트 루이스(St. Louis)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사회과학, 심리학, 역사학, 영문학, 건축학, 시각 및 공연
예술, 생물학, 신경의학, 유전자공학, 생화학, 화학, 물리학, 의대
진학예비과정(Pre-Med) 및 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학대학
원

미국 내 최상위권에 속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학생 및 교수진들은 미국 전역
및 세계 110여 개국에서 모여든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중 9명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주요 연구
를 WUSTL에서 진행하였다. 

현재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교수진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산을 보
유하고 있어 교육을 위한 설비 확충이나 빌딩 건설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다. 또한 미국 내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장 우수한 대학 중 하나로 최고의
교육과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학이다.

현재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모두 제공하는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디자인 & 시각예술대학, 공과대학과 대학원과정만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대
학원, 법학대학원, 의과대학원, 그리고 평생교육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계열이 강하며 그 중 생물학, 화학, 생화학, 신경의학, 유전자공학, 물리학, 
등은 톱수준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의학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등의 전문대학원도 유명한데, 특히
의과대학원은 U.S. Medical School Ranking에서 Harvard, Johns 
Hopkins, UPenn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우수함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외 인문과학계열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
문학, 역사학, 심리학, 건축학 등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Vanderbilt University

위 치 테네시주(Tennessee) - 내슈빌(Nashville)

운 영 형 태 사립

인 기 전 공 경제학, 정치학, 사회과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생명공학, 공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역사학 및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경영대
학원

미국 남부 최고의 사립대학 중 하나로 1873년에 설립되었다. 해운·철도 사업
가인 Cornelius Vanderbilt는 '평등 국가인 미국의 모든 계층 사이의 유대
를 강화하는데 공헌 할 수 있는 대학'의 설립을 위해 기부한 기금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특히 특수교육학 분야는
미국 내에서 단연 최고이다. 명문대 출신의 훌륭한 교수진, 오픈 마인드와 혁
신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과 실습의 조화로운 통합,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연
구 프로젝트 참여 등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음악대학, 인문과학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법학
대학원, 경영대학원, 의과대학원, 간호대학원 등 10개의 대학 및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부과정에서는 생명공학 등의 공학분야와 경제학, 정치
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그리고 역사학, 영어영문학 등이
유명하며, 대학원은 미국 최고라 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을 비롯하여 법학대학
원, 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등이 유명하다. 이 중 경영대학원은 특히 이론보
다 실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름이 높다.

탑 클래스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듀크, 에모리, 라이스와 함께
미국 남부의 탑 사립대학으로 불린다. 학비는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하지만 지
역의 물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대학의 재정지원 상황이 좋은 편이기는
하나 유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그리 많지 않다.



3

학비부담 DOWN,
우수한 교육환경 UP

명문 주립대학이란?

앞에서 살펴본 아이비리그, NEW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은 대부분이 사립대

학들로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실력이 있어도 이 학교들에서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경우 이 대학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우수

한 교육을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는 명문 주립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다. 물론 이 중에는 일리노이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처럼 학비가 비싼 편에 속하는 학교도 있지만, 워싱턴

대학교나 텍사스 대학교처럼 저렴한 학교도 있다. 아이비리그나 NEW 아이

비리그 대학들처럼 SAT, TOEFL 준비는 물론 SAT Subject 시험을 요구하

기도 하나, 학교들마다 입학조건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정보는 학교 홈페이

지를 통해 얻는 것이 좋다.



College of William and Mary

위 치 버지니아주(Virginia) -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생물학, 경영학, 영문학, 역사학, 정치학, 심리학 등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18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한데, 특히 1695년에 지어진 크리스토퍼렌 빌딩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건물이다. 일반 교양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된 리버럴
아츠 대학이지만 석사 및 박사학위를 제공하는 대학원과 전문대학원까지 운
영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중 96% 이상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문리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 법과대학, 해양대학, 총 5개의 단과대학에서
30개의 학사학위과정, 10개의 대학원과정 및 경영, 교육, 법학, 해양과학 분
야의 전문대학원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경영
학, 생물학, 심리학, 영문학, 정치학이며, 경영학, 정치학, 영문학에 가장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또한 회계학, 역사학, 국제관계학, 법학 등의 과정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의 아들레이드 대학, 캐나다의 맥길 대학, 중국의 북경 보통 대학, 영국의
런던 경제 대학과 맨체스터 대학, 프랑스의 폴발레리 대학, 일본의 나나자와
대학, 노르웨이의 노르웨이 경제 대학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존 테일러(John Tyler), 제임스 먼로
(James Monroe) 등 3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 최고 수준의 대학 중
하나다.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위 치 조지아주(Georia) - 아틀란타(Atlanta)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산업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건축학 및 모든 공대 프로그램

실용적인 학풍을 가진 대학으로 학교와 산업체가 직결되어 있다. 캠퍼스는 미
국 인권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과, 코카콜라 공장과 박물관, 
CNN, IBM, AT&T 본사, 1996년 올림픽 경기 기념관 등 볼 것이 많은 아틀
란타 다운타운에서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 동남부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학생들의 자부심이 강하며, 학생들 스스로
MIT와 같은 수준의 대학에 다닌다고 생각한다. 우수한교수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 수준 또한 매우 높다. NASA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
과 미국 동남부 기술 분야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으며, NASA의 우주복이
이곳 섬유공학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공대 중에서도 특히 산업공
학과가 유명하며, 우주왕복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
과대학이라 자연과학 프로그램은 이에 비해 약하지만 그 또한 매우 우수하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학문적인 분위기가 강하며, 매년 미국 동남부의 뛰어
난 인재들이 모여드는 학부를 자랑한다. 그 만큼 입학도 어려우며, 특히 외국
학생 입학률이 15% 정도로 외국 학생의 입학이 매우 어려운 대학 중 하나이
다. 학문적 분위기를 가진 만큼 공대인데도 300만권의 서적을 보유한 도서관
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여성과 흑인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다양한 학생
구성을 자랑한다.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위 치 오하이오주(Ohio) - 콜롬버스(Columbus)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심리학, 영문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영학, 지리학, 언어학, 교육
학, 공대 등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리마, 맨스필드, 매리온, 뉴어크에 있는 다른 캠퍼스
와 함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특히 공대가 우수하며, 현재 인문대학, 예술대학, 생물과
학대학, 상경대학, 치과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식량·농업·환경과학대학, 
인간생태학대학, 법과대학, 수학·물리학대학, 의학·보건대학, 간호대학, 검
안대학, 약학대학, 사회·행동과 학대학, 사회사업대학, 유니버시티칼리지, 수
의과대학 등 19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연구학, 언어
학, 경영대학원, 치과 대학이 특히 유명하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미국에
서 가장 학생수가 많은 대학 중 하나로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 중하나
이기도 하다.

훌륭한 학문적 수준과 함께 우수한 스포츠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
려져 있으며, 미국 대학 중 가장 동아리가 많은 대학으로도 유명한데, 그 수가
500개가 넘는다. 학교 캠퍼스 또한 매우 넓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학업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한 수준의 대학에 비해서는 입학이 수월한 편이며, 재정
지원도 우수하다.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골프 선주 잭 니클라우스, 1936년 베
를린 올림픽육상 금메달 리스트 제시 오웬, 노벨상 수상자 폴 플로리, 윌리엄
파울러 등이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버클리(Berkeley)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생물학, 역사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10개 캠퍼스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대학본
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학문적 탁월성과 교수진의 높은 질적 수준은 이
미 정평이 나있으며,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서는 항상 하버드나 스탠포드 등
명문 사립대학과 더불어 순위를 다투고 있다.

가장 학문적인 균형을 잘 이룬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특히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세포생물학, 정치학 등이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고 역사학과 인류학 분야가 유명하다.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과정은 거의
모두 미국 대학 랭킹에서 5위 내에 올라있으며, 화학, 토목공학, 영문학, 역사
학, 독문학, 수학, 곤충학, 정치학, 안과 대학은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2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곳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노벨상, 미국 과학메달, 필
드상, 퓰리처상 수상자들과 미국 과학자협회, 미국 공학자협회, 미국 인문과
학협회의 멤버들이 교수로 포진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
다. 유명 졸업생으로는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 발명자 스티브 위즈니액, 인텔
사 공동 창립자이자 실리콘 밸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든 무어, 20세기 최
고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 영화배우 그레고리 펙, 작가 어빙스톤, 
플루토늄 외 13개 원소를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글렌 시보그 등 수없이 많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위 치 펜실베니아주(Pennsylvania) - 유니버시티 파크(University 
Park)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심리학, 농업공학, 대기공학, 천문학, 방송영화학 공대
등

1855년 펜실베이니아주 농업협회가 주도하여 세운 펜실베이니아 농업대학
에서 시작되었고, 1882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이 되어 공학계통 학과를
개설하면서 곧 미국의 10대 공과계열 대학 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
공황기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집에서 먼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
을 위하여 주 내의 각 지방에 1∼2년 과정의 분교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재 펜실페니아 주립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24개 캠퍼스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 동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으로 최고 수준의 기상학과와 지리학
과를 자랑하며, 공대, 농대(특히 농업공학), 경영대학원이 유명하다. 또한 미
국에서 가장 발달된 일기예보 시설이 있는 곳으로 대기학과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이다. 특히 뛰어난 교수진과 연구수준을 자랑하는데, 1955년 이곳의 물
리학 교수였던 어윈 뮬러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현미경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를 볼 수 있게 되기도 했다.

학문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미식축구팀이 우수한 대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
으며, 숲과 산으로 둘러 쌓인 크고 아름다운 캠퍼스는 학교의 자랑이다. 한국
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으로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첫 흑인 우주비행사인 기온
블루포트, Merrill Lynch사의 대표이사인 윌리엄 슈레이어 등이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데이비스(Davis)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국제학, 생물학, 심리학, 수의대, 농대, 생물 분야 프로그램 등

학문적 수준과 더불어 생활수준과 캠퍼스 지역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미국최
고 수준의 연구 대학이며, 연구 중심 대학이면서도 학부과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코넬, 텍사스 A&M에 버금가는 미국 최고 수준의 농대와 생물 분야 프로그램
(특히 식물학과 환경생물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학, 식품학 및 공대가
유명하다. 또한 미국 최고의 수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으로 UC 데이비스의 수
의대는 의학대학 입학만큼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UC 계열의 대학 중 가장 높은 학부생 졸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학부 졸
업생 중 15%는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회로 진출했다. 유학
생에 대한 재정 지원 상황도 좋은 편이며,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우수한 교수진, 훌륭한 연구시설과 도서관 시설 등 학업 환경도 매우 좋다. 또
한 학문적인 분위기의 대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UC 데이비스의 학생들
은 졸업식 때도 필기를 한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록펠러 재단의 대표인 고든 콘웨이, 콜롬비아 우주 왕복
선 비행사인 스티븐 로빈슨, 중국계 미국인 소설가인 거스 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100명이 넘는 한국의 대학교수들과 많은 미국 과학자협회 회원들, 미
국 공학자협회 회원들, 3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얼바인(Irvine)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생물학, 경제학, 경영대학원, 생물 분야 프로그램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분교로 1965년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에 위치하
고 있다. 얼바인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LA까지 차로 약 1
시간 거리이다.

캠퍼스 내 건물 대부분은 흰 벽과 붉은 지붕으로 통일되어 전형적인 캘리포니
아 풍의 캠퍼스 풍경을 연출하고 있어 아름다운 캠퍼스로도 유명하다. 예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사회생태학, 법학, 비즈니스, 교육, 의학, 공학, 
생명과학, 건강과학, IT &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과정
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 인문과학, 사회과학, 생물학, 물리학 등의 분야가
매우 유명하다. 특히 1995년 주립대학으로는 최초로 한해 2명의 교수가 물
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학부생들 중 의학대학 예비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이며, 짧은 역사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록 발전한 대학이다. 학교 근처에는 하이테크 산업체
들이 많이 있으며, 태평양 바닷가에서 약 8km 거리로 학생들 상당수가 해변
가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캠퍼스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안전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연구실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발
전이 기대되는 대학이다. 단, 학생 구성이 다양하지 못해서 재학생의 50% 이
상이 아시아계 미국인인데 이는 하와이 대학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산타바바라(Santa Barbara)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경제학, 생물학, 회계학, 지질학, 해양생물학, 환경학, 공
대 등

산타바바라는 전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친절하고
한국의 초가을과 같이 맑은 날씨와 깨끗하고 안전한 분위기로 최고의 생활환
경과 학업환경을 제공한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5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서 200여 개 이상의 다양
한 전공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대와 교육학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UC계열 대학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인기학과로는 인
류학, 생물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영문학, 국제학, 역사학, 법학, 기계공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컴퓨터과학, 컴퓨터공학 등이 있다. 

UC 계열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대학이지만 미연방과 주정부, 기업체
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 우수한 연구대학이다. 해양과 환경관련 프로그
램(특히 해양생물학)은 최고 수준이며, 지리학과지질학, 공대(특히 재료공학)
도 매우 우수한데, 지질학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해마다 6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받고 있을 정도이다.

우수한 만큼 학부와 대학원 모두 입학이 어렵지만, 대학원 재정 지원상황은
매우 우수하다. 또한 파티 가 가장 화려한 대학 중 하나이지만 시험기간이면
도서관에 비어있는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러스, 기네
스 펠트로우, 조각가 메리 미스 등이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샌디에이고(San Diego)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생물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모든 과학 및 공학 프로그램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하나인 샌디에이고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
경이 우수하고, 바다가 가까이 있어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또
한 학교에서 윈드서핑, 요트, 스쿠버 다이빙반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마다 연방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는 대학 중 하나로 같은
수준의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대학원 규모가 작고, 경영대학원과 법학대학원
이 없다.

약 100여 개의 전공분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과학과 연구분야에서
뛰어난 학업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공대 중 의학공학과는 미국 최고 수준이
며, 해양학과 언어학도 뛰어나다. 생물학, 기계공학, 생화학, 우주항공공학, 
정치학, 미술, 무용 등은 미국 내 Top 10 수준이며, 영화 및 영상학, 연극무대
디자인, 음악이론, 약학 등도 매우 우수하여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라호야 연구소, 소크 연구소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소아마비 백신의 발견자인 조나스 소크, DNA 발견자인 제임스
크릭, 20세기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라이너스 폴링 등이 이곳에서 함
께 연구했다. 교수진 중 노벨상 수상자를 6명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주
립대학 중 자연과학 분야 교수들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대학이다. 
또한 지진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대학이기도 하다.



University of Florida

위 치 플로리다주(Florida) - 게인즈빌(Gainesville)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경영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학, 방송영화
학, 약학대학 등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주립대학 중 학문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
학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인류학과 공대(특히 환경공학)이 우수하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대학원은 해마다 2억 4천만 달러의 연구비를 연방과 주정부로부터
받고 있으며 공학과 자연공학 프로그램들은 매우 수준이 높아 입학이 어렵다.

막강한 연구진과 최신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 내 컴퓨터시설이 매
우 우수하다. 캠퍼스가 매우 넓고 나무가 많으며, 새롭고 현대적인 강의실과
연구실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남부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크고 우수
한 대학 박물관이 이곳에 있으며, 디즈니월드, 대서양과 멕시코만이 가깝고, 
학교근처에 캠핑하기 좋은 호수, 강, 공원, 숲이 많다. 미국 내 10번째, 미국
동남부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수를 자랑한다.

스포츠 드링크인 게토레이가 이 대학 로버트 캐이드 교수에 의해 발명되었으
며, 손상된 근육이나 뼈를 고칠 때 사용되는 바이오글라스도 이곳의 과학자들
이 개발하였다.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노벨상 수상자 마샬 니런버그, 가수 톰
페티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을 배
출하였다.



University of Georgia

위 치 조지아주(Georgia) - 아덴스(Athens)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영문학, 회계학, 정치학, 임학, 생물학, 지리학 등

조지아주 역사상 저명한 정치가부터 변호사, 판사, 경영인, 의사, 언론인 그리
고 문학가들에 이르기까지 유명인의 상당수가 이 대학 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와 함께 학교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대학으로
비교적 낮은 학비에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다. 대학타운
인 아덴스에 위치하여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며, 더불어
학교 주변의 물가도 낮고 주택 상황도 좋아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미국 최고 수준의 임학과와 훌륭한 대학원 프로그램(특히 생물학 분야)을 보
유하고 있으며, 지리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교육대학, 경영대학원, 법학대학
원 등이 매우 우수하다. 3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한 최신식 생물학 연
구실 건물이 있으며, 최근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학교 연구시설을 보완하고
교수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앞으로 1억 6천만 달러를 들여 캠퍼
스 내 건물들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학교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학문적 수준과 더불어 스포츠팀이 우수한 대학으로 미식축구와 여자농구가
가장 인기가 높다. 또한 여자 체조는 미국 최고 수준이며, 남자골프, 여자 골
프, 여자 수영, 남자 테니스, 여자 테니스 팀은 해마다 우승을 다툰다.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사업가 크로포드 롱, 언론업자 헨리 그래디 등이 있다.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위 치 매릴랜드주(Maryland) - 컬리지 파크(College Park)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회계학, 심리학, 범죄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신문방송학, 공대
등

대학원이 우수한 대학으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30위
내에 들어간다. 자연과학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천체물리학, 물리학, 천문학
등이 유명하며, 공대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이 특히 더 유명하다. 이
외에도 신문방송학, 해양학을 비롯하여 경영대학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매릴랜드 대학은 재정 지원 상황도 우수하며, 학비도
도시에 있는 대학 들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다.

대학이 위치한 컬리지 파크는 워싱턴 D.C. 북동쪽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
다. 워싱턴 D.C. 교외 지역은 미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지만 학교
캠퍼스는 넓고 평화로운 분위기이며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워싱턴 D.C.와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워싱턴 D.C.와의 접근성은 연방정부와
다양한 연구 파트너십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교내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여 미술, 성가대, 치어리딩, 무용, 토론, 문학잡지, 
드라마, 오페라, 사진, 영화, 컴퓨터, 국제문제, 재즈밴드, 정치, 직업, 사회봉
사, 종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281개의 동아리가 있으며, 탤런트 쇼, 헨
델 축제, 예술 공격 등 다양한 교내 행사도 열리고 있다.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중국계 미국인 TV 앵커우먼인 코니 정, 영화배우 골디 혼, Muppet Show 설
립자 짐 헨슨 등이 있다.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위 치 일리노이주(Illinois) - 어바나(Urbana), 샴페인(Champaign)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전자공학, 생물학, 심리학, 공대 모든 프로그램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미국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이다. 모든 대학원 프로그
램이 우수하지만, 특히 공대 대학원은 MIT, UC 버클리, 스탠포드와 대등한
수준으로 미국 내 최고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입학이 매우 어렵다. 노동연구
학, 신문방송학, 도서관학도 미국 최고 수준이며, 특히 경영학, 상경학, 우주
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등은 미국 전체 대학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존 바딘이 물리학 교수로 재직했던 곳으로 일류급
교수진이 포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대 및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진은 미국 내
톱 수준이다. 천만권이 넘는 도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시설 중 인공지능 연구시설이 특히 뛰어나다. 현재 슈퍼 컴퓨터 시스템이 가
장 우수한 곳이며, 인터넷 웹이 이곳에서 개발되었는데 공대에서 개발한
MOSAIC이 나중에 WWW(World Wide Web)로 바뀌었다. 

또한 시청각교육시설을 완비하여 교육공학적 방법에 의한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4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FM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세계 첫 교육 소프트웨어인 플라토(Plato)가 1962년 이 곳의 도날드 빗서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가장 빠른 트랜지스터도 여기에서 개발되었다. 유
명한 졸업생으로는 인터넷 웹 개발자인 마크 앤드리스, 마리 퀴리 외 유일한
여성 노벨상 수상자인 로잘린 얄로, 정치가 존 앤더슨, 퓰리처상 수상자인 제
임스 레스턴 등이 있다.



University of Texas, Austin

위 치 텍사스주(Texas) - 오스틴(Austin)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신문방송학, 생물학, 영문학, 공대 등

보수적인 텍사스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학교 근처의 분위기는 아주 개방적이
다. 캠퍼스 근처에는 라이브 음악 활동이 활발한데, 텍사스의 주도이자 대학
이 위치한 오스틴은 ‘라이브 음악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이다.

미국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최신 연구 시설과 함께 미국 대학 중 6
번째로 큰 규모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교수진, 연구시설, 도서관시설, 캠
퍼스 분위기 등 모든 교육조건이 우수하며, 미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대
학이자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모두 훌륭하지만 특히 공대가 뛰어나며, 공대의 경
우 대학원생만 2,000명이 넘을 정도이다. 공학 과정들은 거의 모두 미국 대
학 랭킹에서 10위 이내의 수준이며, 환경공학과 석유공학은 그 중에서도 최
고이다. 식물학과 행정학도 미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인문, 자연과학 분야
도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도 훌륭한데, 특히 경영대학원이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전 CBS-TV 앵커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언론인 중
하나인 월터 크롱카이트, 첫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 비행사였던 로버트 크리펜, 
Shell Oil사 회장인 존 북아웃,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존 코넬리, 전 미 법무부
장관 램시 클락, 전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의 부인 버드 존슨 여사 등이 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위 치 워싱턴주(Washington) - 시애틀(Seattle)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경영학, 생물학, 커뮤니케이션학, 법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의학
대학, 공대 프로그램 등

시애틀 근처의 유니언 호수와 워싱턴 호수 사이에 위치한 캠퍼스는 아름답기
로 유명하며, 연구 중심 대학으로 연구시설과 도서관시설이 매우 훌륭하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자연과학 프로그램이 우수하며, 공학과 사회과학 프
로그램도 뛰어나다. 자연과학에서는 특히 의학 관련 프로그램이 훌륭한데, 암, 
심장수술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공대 중에서는 의학공학과 항공공학이 미국 최고 수준이며, 근처에 있는 보잉
사와 휴스턴에 있는 나사(NASA)에서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임학과
해양학도 우수하며, 전문대학원 및 아시아 지역 연구 프로그램도 훌륭한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

워싱턴주 주민들을 위한 주립대학인 만큼, 유학생과 타 주의 학생들을 잘 받
아주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저렴한 학비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
학이며, 외국 학생들의 학비도 타 대학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캠퍼스에 시위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전체 학생 중 아시아계 학생들이 24%에 이르며, 우수한 미식축구팀과 매년
TOP 5에 드는 조정팀을 자랑한다. 유명 졸업생으로는 1970년대 액션스타
인 이소룡, 전 포드사 대표인 도날드 피터슨, 암 연구 개척자인 프랭크 호스폴
등이 있다.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위 치 위스콘신주(Wisconsin) - 매디슨(Madison)

운 영 형 태 주립

인 기 전 공 정치학, 역사학, 기계공학, 사회학, 노동연구학, 신문방송학, 화
학공학, 공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이 미국 대학 랭킹에서 20위
내에 드는 미국 최고의 주립대학 중 하나이다. 특히 사회학과 노동연구학은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화학공학, 원자공학, 생물화학, 식물학, 신문방송학, 
교육대학을 톱 수준이다. 전문 대학원인 경영대학원과 법학대학원도 매우 유
명하다. 우수한 연구시설과 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미술관도 이곳에 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연방과 주정부, 산업체로부터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는
주립대학이다. 1960년 대 베트남 반전 데모가 아주 활발했던 곳으로 아직도
무척 자유로운 분위기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로 한때 한국인 학생단체가 무척 많았으나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
다. 또한 캠퍼스 근처의 넓은 자연보호구역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연주
의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대학이다.

비타민 A, B, D와 니코틴산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으며, 1971년 미국 대학으
로는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였다. 유명 졸업생으로는 전 미국 부통령
딕 체니, 20세기 가장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라이트, 대서양 무착륙 단
독비행에 성공한 찰스 린드버그, 퓰리처 문학상 수상자인 유도라 웰티, 노벨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존 바딘, 역사적인 미국 정치가인 로버트 라 폴레 등이
있다.



미국 예술 대학 (Art School)

미술, 디자인, 음악 등의 전문분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예

술대학은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별로 순수미술 중심 또는 디자

인 중심, 학부 중심 또는 대학원 중심 등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

의 진로와 목적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BFA 학위 VS BS/BA 학위

BFA(Bachelor of Fine Arts) 학위는 주로 이론이 아닌 실기중심의 교육과

정으로 대부분의 과정을 실기분야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30~35% 정도는 기

초과학분야의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술분야의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BA(Bachelor of Arts)/BS(Bachelor of Science) 학위는 비록 예술전문

대학에서 제공하더라도 대부분의 과정들이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적인 디자인 실무는 거의 취급하지 않기 때문

에 예술가나 디자이너로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위과정은 아니다. 

때문에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

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한다.

BA와 BS의 차이는 해당 학문을 인문과학(Arts)으로 보느냐 자연과학

(Science)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 실제로 가르치는 과정이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예술전문대학 VS 종합대학의 예술단과대학

예술전문대학(Independent Art College)은 전문적으로 예술분야를 가르

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교양분야의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

술분야의 전공학과를 제공한다. 대학생활도 전반적으로 예술활동과 관련되

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주로 소

규모로 운영된다.

종합대학 예술단과대학(Arts Department of University System)은 종

합대학 내 단과대학 중 하나로 설립된 것으로 교육 내용은 예술전문대학과 크

게 다르지 않으며, 수준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다.



합격의 열쇠, 포트폴리오(Portfolio)

예술대학에 진학할 때 교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입학요건은 첫 번째는 포트

폴리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점이다. 특히 포트폴리오는 학생

을 선발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건으로 대부분의 예술대학에서는 포트폴리오

를 필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작업의 주제와 내용을 지정해주는 학교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

은 포트폴리오의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학생의

구체적인 실력보다는 잠재적인 재능을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포

트폴리오를 준비할 때에는 타인의 도움을 얻어 전문가적인 솜씨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그 분야에서 남보다 우월한 소

질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보통 슬라이드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작

품과 작품의 완성과정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등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교수를 사전에 만나 인터뷰를 하고 현장에서 자

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작품을 직접 완성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진실성을 의심 받지 않지만 외국학생들의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



영어가 부족하다면?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현실적인 유학방법 제안!

모든 명문 예술대학의 입학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트폴리오와 에세이

의 독특성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최소입학조건 이외에도 미국 학생

들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여 가장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학생이 선발되는 것이다. 이 때 한국 학생이 불리한 조건은 2가지, 바로 영어

실력과 포트폴리오이다. 특히 포트폴리오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창조성과

독창성 측면에서의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개인의 독특한 창조성이 권장되고 있지 않은 국내 교육의 현실에서 창

조성 위주의 포트폴리오 준비와 영어실력의 보완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예술대학으로 직접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지에

서 어학연수를 선행하면서 실질적인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입학 가능한 예

술대학에서 1~2년 아트 & 디자인 교육을 수료하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명문 예술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 이 때는 미국 대학에서의 학업성적과

포트폴리오가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TOEFL 시험은 필요 없다.



추천 ART SCHOOL

The Art Institute(AI)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사립교육재단인 EDMC 

(Education Management Corporation)에 속한 교육기관으로 북미지역

에 총 40여 개 캠퍼스와 1개의 온라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

(Design), 미디어(Media Arts), 패션(Fashion),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요리(Culinary Arts)를 포함한 창작예술 및 응용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45년 이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문과정과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졸업 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수료(Certificate) 및 디플로마(Diploma)와 같은 비 학위과정, 준학사과정, 

그리고 학사과정과 석사과정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캠퍼스

별로 개설되는 과정이 다르다. 현재 약 3만 2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유학생 비율은 약 5%로 총 97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미국 현지학생들

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The Arts Institute 미국 내 캠퍼스

주 도시 학교명

Arizona Phoenix The Art Institute of Phoenix

California

Hollywood The Art Institute of California - Hollywood

Inland Empire The Art Institute of California - Inland Empire

Orange County The Art Institute of California - Orange County

Sacramento The Art Institute of California – Sacramento

San Diego The Art Institute of California - San Diego

San Francisco The Art Institute of California - San Francisco

Colorado Denver The Art Institute of Colorado

Florida

Fort Lauderdale The Art Institute of Fort Lauderdale

Miami Miami International University of Art & Design

Tampa The Art Institute of Tampa

Georgia Atlanta The Art Institute of Atlanta

Illinois
Chicago The Illinois Institute of Art – Chicago

Schaumburg The Illinois Institute of Art - Schaumburg

Indiana Indianapolis The Art Institute of Indianapolis

Michigan Detroit The Art Institute of Michigan

North 
Carolina

Charlotte The Art Institute of Charlotte

Raleigh-
Durham

The Art Institute of Raleigh-Durham

Nevada Las Vegas The Art Institute of Las Vegas

Oregon Portland The Art Institute of Portland

Pennsylvani
a

Philadelphia The Art Institute of Philadelphia

Pittsburgh The Art Institute of Pittsburgh

South 
Carolina

Charleston The Art Institute of Charleston

Tennessee Nashville The Art Institute of Tennessee - Nashville



주 도시 학교명

Texas

Austin The Art Institute of Austin

Dallas The Art Institute of Dallas

Houston The Art Institute of Houston

San Antonio The Art Institute of San Antonio

Virginia
Arlington The Art Institute of Washington, D.C.

Virginia Beach The Art Institute of Virginia Beach

Washington
Seattle The Art Institute of Seattle

Online The Art Institute of Pittsburgh - Online Division



Academy of Art University (AAU)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홈 페 이 지 www.academyart.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수시모집

입학시영어조건 TOEFL iBT 79 또는 IELTS 6.5 이상 또는 AAU 자체 ESL 레벨 인
정

SAT 또는 ACT 요구하지 않음

약 40개의 건물이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에 위치하여, 학교 셔틀버스가 운

영되고 있다. AAU의 가장 큰 특징은 열린 입학제도를 운영하여,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을 준비하지 않은 지원자도 입학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수업 또한 기초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워 아티스트

로써 전문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취득 가능한 학사와 석사학위로는 Bachelor of Fine Arts, 

Bachelor of Arts, Associate of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Arts, Master of Architecture, a Certificate Program이 있고 30개가

넘는 세부 전공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서 수강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아트와 디자인 분야의 전공들의 대학

과정, 대학원과정, 수료증 프로그램, 개인청강 프로그램으로 다양하며 모든

공인된 수업들은 온라인으로 언제든 수강이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

부하는 동안에도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겸해서 수강하면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http://www.academyart.edu/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파사데나(Pasadena)

홈 페 이 지 www.artcenter.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수시 모집

입학시영어조건 학사 TOEFL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석사 TOEFL iBT 100 또는 IELTS 7.0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1930년 설립된 디자인 전문대학으로 일선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를

양성한다는 교육방침을 가진 대학인만큼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으며, 입학심사에서도 작품 평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동차나 전

차 등 운송기기를 디자인하는 산업디자인은 업계에서도 유명하며, 미국에서

는 자동차대학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이 대학의 자동차 전공자들은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BIG 3(포드, GM, 크

라이슬러)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대부분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 디자이

너들의 20% 이상이 본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요트 디자인

코스도 있으며, 인기 전공으로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산업디자인

이 있다.

http://www.artcenter.edu/


Alfred University

위 치 뉴욕주(New York) - 알프레드(Alfred)

홈 페 이 지 www.alfred.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3월 15일
봄학기 10월 15일

입학시영어조건 학사 TOEFL iBT 80 또는 IELTS 6.0 이상
석사 TOEFL iBT 90 또는 IELTS 6.5 이상

SAT 또는 ACT 유학생은 면제

1836년에 설립된 알프레드 대학교는 뉴욕 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

중 하나로 동부의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대학이다.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하는 "최고의 컬리지(America's Best Colleges)"에 항상 북

미 지역에서 15위권 안에 랭크 되고 있으며, 북미지역 대학 중 "Great 

School at a Great Price"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비즈니스와 예술 분야로는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5위권 내의 대학으로 특히

세라믹 디자인 과정이 유명하다. 종합대학 내 속해 있어 상경, 공학, 문과, 이

과 계열의 다양한 교양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최고의 아티스트 디자이너가 되

기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고의 응용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쌓

을 수 있다. 

알프레드의 특징은 소규모 수업(학생 대 교수 비율 12:1)으로 교수진과 학생

들에게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의 이상적인 조합, 

학부 연구에 비중을 둔 교육에 있다.

http://www.alfred.edu/


Cal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발렌시아(Valencia)

홈 페 이 지 www.calarts.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1월 4일 (수시 모집)

입학시영어조건 학사 TOEFL iBT 80
석사 TOEFL iBT 100 이상

1961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은 칼아츠(CalArts)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대학으로 로스엔젤레스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전문학교로서 미술, 댄스, 영화, 음악, 연극 분야

에서 널리 이름이 나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교육시스템을 배제하고, 아방가르드의 실험정신으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독창적인 상상력 개발을 위한

개념적 사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장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각의 예술장

르를 통합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Art, Music, Film/Video가 있다.

http://www.calarts.edu/


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위 치 뉴욕주(New York) - 뉴욕(New York)

홈 페 이 지 www.fitnyc.edu

운 영 형 태 주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1월 1일
봄학기 10월 1일

입학시영어조건 학사 TOEFL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1944년에 설립된 뉴욕패션기술대학교(FIT)는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일부로 사립대학교인 파슨스

(Parsons)와 함께 미국의 패션산업을 주도하는 대학교이다. 

주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비교적 학비가 저렴하고,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졸업 시 취업률이 매우 높다. FIT 박물관은 세계 최대의 의류, 액세서리, 텍스

타일, 의상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매년 학생 작품의 전시 및 패션쇼가 이

곳에서 열린다. 캘빈 클라인, 노마 카멜리 등이 FIT 출신이며, 한 학기를 이태

리 피렌체에서 보낼 수 있다. 

2년 준학사과정(AAS), 필요한 교양학점(30학점 이상 또는 학위 소지자)을

취득한 학생들을 위한 1년 집중준학사과정(AAS), 4년 학사과정(BFA/BS), 

2년 석사과정(Master of Arts)이 개설되어 있다. 인기 전공으로는

Fashion Buying & Merchandising, Fashion Design, Patternmaking, 

Advertising Design, Marketing 등이 있다.

http://www.fitnyc.edu/


Full Sail University

위 치 플로리다주(Florida) - 윈터파크(Winter Park)

홈 페 이 지 www.fullsail.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매달 입학가능

오디오, 필름, 디자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2

개의 준학사, 25개의 학사, 2개의 준석사 그리고 8개의 석사과정을 제공한다.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약 20~36개월만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석사학

위는 12개월, 준학사학위는 12~13개월의 짧은 기간 내 취득이 가능하다. 

매달 입학신청이 가능하며, 두 개의 전공을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이다. 입학신청시에도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는데, 입학신청서 작성에 앞서 학

교측의 어드미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먼저 보아야 한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과 자신의 택한 전공의 특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ACCSC(Accrediting Commission of Career Schools and Colleges)

의 인증을 받은 정통 명문 대학교로, 2007년부터 온라인 학위과정까지 제공

하면서 다른 주의 학생들에게도 교육과 학위수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fullsail.edu/


FIDM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홈 페 이 지 www.fidm.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수시모집

입학시영어조건 TOEFL iBT 76 이상

SAT 또는 ACT 요구하지 않음

FIDM은 현재의 31개국 학생 7,500명이 재학 중이며, 로스엔젤레스의 메인

캠퍼스를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에 분교가 있다. 미

국 서부에서 가장 인정받는 패션스쿨로서 동부의 FIT, 파슨스(Parsons)와

경쟁을 하고 있다. 

사립대학인 파슨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자 경쟁력은 파슨스는 Fine Art 

School로 순수예술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FIDM은 좀더 실질적이

고 취업과 커리어 위주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약 20개의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준학사 과정(AAS-Associate of Arts 

Degree)과 학사학위(Bachelor of Science Degree)를 제공하고 있다. 학

사학위 과정의 경우 준학사 과정을 졸업 후 FIDM의 학사학위 3학년 과정으

로 편입지원이 가능하다. 

1년 4학기제로 구성되며, 봄/여름/가을/겨울 모두 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지

원 전에는 학교에 미리 필요한 포트폴리오 요건을 확인 받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http://www.fidm.edu/


Parsons School of Design

위 치 뉴욕주(New York) - 뉴욕(New York)

홈 페 이 지 www.parsons.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2월 1일
봄학기 11월 1일

입학시영어조건 준학사 TOEFL iBT 79 이상
학사 TOEFL iBT 92 이상
석사 TOEFL iBT 92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1896년 설립 이래 Art & Design 교육분야에서 Parsons School of 

Design은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 공업 디자인의 창시자격인

Parsons가 교편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가장 빨리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설

치한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Donna Karan과 Isaac Mizrahi, 인테리어 디

자이너 Eleanor McMillan Brown과 Juan Montoya 등 세계적인 아티스

트, 디자이너, 건축가, 광고전문가,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및 비평가 등 걸

출한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Parsons School of Design 캠퍼스는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사는 뉴욕 맨하

탄의 Greenwich Village에 자리하고 있다. 인기 전공으로는 패션 디자인,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으며, 특수 전공으로 조명 디자인이 있다. 특히

패션분야에서는 미국 최고 수준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http://www.parsons.edu/


Pratt Institute

위 치 뉴욕주(New York) - 브룩클린(Brooklyn)

홈 페 이 지 www.pratt.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1월 5일
봄학기 9월 1일

입학시영어조건 준학사 TOEFL iBT 71 이상
학사&석사 TOEFL iBT 79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학교를 졸업한지 5년 이상일 경우 면제)

1887년 설립된 Pratt Institute는 건축, 미술, 디자인 전문대학으로서 특히

건축분야는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트 디자인 분

야에서도 그 우수성은 정평이 나있다. 

Pratt Institute의 학부과정은 이전에 비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

학원 과정은 아직도 미국 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캠퍼스는 맨하튼에서

전철로 15분 거리에 있는 브룩클린에 위치해 있다.

http://www.pratt.edu/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위 치 일리노이주(Illinois) - 시카고(Chicago)

홈 페 이 지 www.saic.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2월 1일
봄학기 11월 1일

입학시영어조건 TOEFL iBT 79 또는 IELTS 6.5 이상

SAT 또는 ACT 필수(English 500)

1866년 The Chicago Academy of Fine Art로 설립된 이 후 1882년에 지

금의 The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로 학교명을 바꾸었다. 현재

까지 미국 내 독보적인 Fine Art School로 명성이 높으며, 최근 몇 년간 미국

대학원 Fine Art 부분에서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스튜디오 중심의 프로 예술가를 위한 개념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시각예술을

촉진하는 교육기관으로 예술가의 성공은 창의적인 시각과 기술적인 전문성에

의존한다고 여기며, 비판적인 탐구정신과 실험정신을 매우 중요시한다. 

특히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사 등 예술에 관련된 이론 분야에서도 전

미국 대학을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특수전공으로는 사운드 디자인이

있다. 또한 437,000여 개의 슬라이드, 300,000여 권의 서적, 2,225여 권

의 잡지 등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 도서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http://www.saic.edu/


RISD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위 치 로드 아일랜드주(Rhode Island) - 프로비던스(Providence)

홈 페 이 지 www.risd.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2월 1일
봄학기 11월 1일

입학시영어조건 TOEFL iBT 93 또는 IELTS 6.5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편입의 경우에도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는 필수)

RISD는 로드 아일랜드주의 주도인 프로비던스에 위치하고 있다. 1877년 설

립된 미술 건축계 대학으로 1997년 미술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대학 중 하나이다. 건축, 디자인, 미술 분야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그 명성이 높다. 

또한 시각예술과 디자인 분야 연구에 있어 전통적인 면과 최신기술이 조화된

균형 있는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건축 디자인, 공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복식 디자인 등의 교육과정은 모두 그 수준이 높으며, 

그림이나 조각 분야도 유명하다.

http://www.risd.edu/


SVA (School of Visual Arts)

위 치 뉴욕주(New York) - 뉴욕(New York)

홈 페 이 지 www.sva.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1월 15일

입학시영어조건 TOEFL iBT 79 또는 IELTS 6.5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편입의 경우 24학점 취득 이상이면 면제)

1947년 설립된 미술 대학으로 현대 미술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그

래픽 아티스트로 유명한 Keith Haring이 본교 졸업생이다. 철저한 실기 위주

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의 최첨단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

합한 학교로 전문적인 미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아시안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현재 800명 이상의 전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교수진을 자랑하고

있으며, 학교 소속으로 Visual Arts Museum, Visual Art Gallery가 있어

학생 전시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SVA는 뉴욕의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갤러리가 모여있는 소호(Soho)까지는 지하철로 약 10분 정도 거리이다. 인

기 전공으로는 Illustration, Graphic Arts, Photography 등이 있다.

http://www.sva.edu/


미국 음악 대학 (Music School)

전문적인 음악대학(Conservatory) 외에 4년제 종합대학교(University)

에 개설된 음악분야의 학사, 석사과정은 학생의 잠재능력과 고유의 예술성, 

한 명의 완성된 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음

악교육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악과 관련한 학사 및 석사과정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

이 희망하는 음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클래식에 바탕

을 둔 음악을 원하는 학생이 지나치게 실용음악 중심의 학교로 진학한다면 본

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교수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며, 클래식, 

재즈, 작곡, 화성교육, 음악 치료 등 자신의 희망과 목적에 맞춰 학교를 선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높은 랭킹이나 지명도에 함몰되는 것도 경

계해야 한다. 입학준비와 오디션 역시 학교측에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정도(正道)라 할 수

있다.



전문 음악대학(Conservatory)과 종합대학(University)의 차이

전문적인 음악대학과 종합대학의 차이는 학생의 희망과 미래를 생각한 뒤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악교육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

으며 단지 교육방식과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차이는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학교의 랭킹, 지명도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철저히 자신의 목표와 희망분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 음악대학의 경우, 거의 모든 학과가 음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업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한 연주회, 쇼 케이스의 기회가 많다. 때문에 전문적인 기

술과 감성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Juilliard School과 같은 전문 음학대학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종합대학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어렵고, 기초적인 교양 및 학문적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이론 교육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향 후, 이론과 교육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종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자신의 음악미래를 준비하

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오디션(Audition) -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결정의 순간

음악대학은 학생의 오디션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오디션은

학생의 현재 실력은 물론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기회이다. 자신의 고교, 대학성적이 합격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오디션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며, 단순히 서류로는 확

인 할 수 없는 학생의 가능성과 실력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

장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이 오디션이다.

오디션은 통상 30~40분 안팎이며, 때에 따라 1시간 이상 또는 단 3분만에

끝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대부분 학교 측의 지정곡과 학생이 원하는 자유곡

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에 따라 이론과 경험에 대한 질의응답, 현

장에서 즉흥적인 연주(Improvisation)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때에

따라 학생의 연주모습이 담긴 비디오 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해 사전심사를 받

는 경우도 있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오디션은 학생의 현재실력과 잠재력, 가능성, 이론/실

기의 조화 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심사하는 자리이며,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과 조건이 모두 상이하다.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오디션 기준과 분위기, 성격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준비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위 치 미시건주(Michigan) - 앤 아버(Ann Arbor)

홈 페 이 지 www.music.umich.edu

운 영 형 태 주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2월
봄학기 11월

입학시영어조건 TOEFL PBT 570 또는 IELTS 6.5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1880년 설립된 미시건 대학교 예술학부(School of Music, Theatre & 

Dance)는 음악을 넘어 극작, 극예술, 무용에 이르는 예술의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1994년부터 미국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우

수음악대학 리스트에서 항상 5위권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외에도 다양한 예술분야의 학생들과 토론, 협업이 가능

해 자신의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부에는 1,05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있으며, 가능한 소규모의 집중적인 수업

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예술가들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시건 대학교가 위치한 Ann Arbor 시(市)는 인구 10만 명 정도의 중소규

모 도시이지만 연 3,000회 이상의 다양한 연극, 음악공연이 펼쳐지는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며, 예술학부 학생들과 교수진에 의해 열리는 공연 역시 450회

이상이다. 졸업생들은 Philadelphia, Boston, San Francisco Orchestra

와 같은 심포니를 포함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nn 

State University 등 명문 종합대학교로 석사진학을 하기도 한다.

추천 MUSIC SCHOOL

http://www.music.umich.edu/


University of Miami

위 치 플로리다주(Florida) - 코럴 게이블스(Coral Gables)

홈 페 이 지 www.frost.miami.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봄 학기 11월
가을학기 1월

입학시영어조건 TOEFL iBT 59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1925년 설립된 마이애미 대학교는 플로리다 주, 남동부 코럴 게이블스에 위

치해 있다. 음악학부인 Frost School of Music에서는 보컬, 기타, 재즈, 음

악사(史), 작곡은 물론 음악산업, 녹음기술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관련된 거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사, 석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사, 석사를 합쳐

전체 710명의 학생들이 공부 중인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학생, 교수간의 친

밀하고 깊이 있는 강의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전 세계 43개국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4,500명 이상

의 졸업생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음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는 600석 규모의 콘서트 홀을 비롯해 크고 작은 공연장과 강의실, 합주를 위

한 앙상블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다.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인 팻 메시니

(Pat Metheney)가 졸업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마이애미 대학교는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육 범위와 선

택의 폭, 이론과 실제를 함께 다루는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의 높은 평가를 받

고 있다. 더불어 학교 주변의 편의시설, 주거시설을 비롯해 학생들을 위한 학

자금 도움 서비스 등이 잘 준비되어 있다

http://www.frost.miami.edu/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위 치 인디애나주(Indiana) - 블루밍턴(Bloomington)

홈 페 이 지 www.music.indiana.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가을학기 11월

입학시영어조건 TOEFL iBT 84 이상

SAT 또는 ACT 필수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인디애나 대학교 음악대학(Jacobs School 

of Music)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55개국 1,600 여명의 학생들이 공부

중에 있다. 작곡, 클래식 음악, 재즈이론, 공연예술, 성악 등 음악 전반을 종합

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에 대한 학사 및 석사 이상의 학위와 심화

된 이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클래식, 재즈는 물론 실용음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기타 / 타악기 / 현악편곡 / 음악치료 등 보다 세분화된 교육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매 학기, 자신의 앙상블

(Ensemble)팀을 조직해 실기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며 다

른 장르와 예술분야의 학생들과 협력으로 진행하는 과제를 받게 된다.

블루밍턴은 인구 69,000명 정도의 중소도시로 인근에는 시카고, 신시내티, 

오하이오, 켄터키 등의 대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호수, 공원이 많은 자연친화

적인 캠퍼스 환경 외에도 콘서트 홀,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이 잘 구비되어

USA Today가 선정한 최적의 학업환경을 가진 대학교 10위안에 선정되기도

했다. 음악대학에서는 연간 1,000회이상의 공연을 올리며 학생들이 연주감

각을 기르고 조화로운 연주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http://www.music.indiana.edu/


Berklee College of Music

위 치 메사추세츠주(Massachusetts) - 보스턴(Boston)

홈 페 이 지 www.berklee.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진학과정 별로 상이

입학시영어조건 TOEFL PBT 500 이상

단일 음악대학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버클리 음대는 약

3,000여명의 재학생과 375명의 교수진이 상주하고 있다. 클래식에서 대중

음악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루고 있으며, 재학생의 40% 이상

이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만큼 다양한 음악적 기회를 쌓을 수 있다. 

디플로마 과정과 공인 음악학사과정을 이수 할 수 있으며, 학위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직접적인 음악실기 및

이론을 비롯해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공부가 가능해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

는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기도 하다.

또한 줄리어드와 함께 다양한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졸업생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티브 바이(록 기타리스트), 존 스코필드(재즈 기타리스트), 조이

크래머(드러머), 드림 시어터(록 밴드), 게리 버튼(비브라폰), 조 로바노(재

즈 색소폰) 등이 버클리 출신으로 유명하며, 국내의 유명가수 및 뮤지션들이

버클리 음대에서 수학한 바 있다. 

매년 버클리 재학생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공연이 200회 이상 열리고 있으며, 

캠퍼스 내에 40개 이상의 앙상블 연습실과 250개 이상의 개인 연습실이 갖

추어져 있어, 음악 예술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습환경으로 인

정받고 있다.

http://www.berklee.edu/


The Juilliard School

위 치 뉴욕주(New York) - 뉴욕(New York)

홈 페 이 지 www.juilliard.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진학과정 별로 상이

입학시영어조건 학사 TOEFL iBT 73 이상

1905년 설립된 줄리어드는 전문적인 공연예술학교라 할 수 있다. 음악, 무용, 

드라마, 재즈연구, 대학진학 예비과정, 대학원 과정 등이 준비되어 있다. 첼리

스트 요요마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먼, 영화배우 케빈 클라인, 

로빈 월리엄스, 빙 레임즈, 제이미 폭스 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도 배출한 바 있

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쉼 없는 연주연습과 강의 스케줄로 유명한

줄리어드는 커리큘럼의 깊이와 다양성, 전문성에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

다.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클래식음악가들인 정명화(바이올린), 정명훈(지

휘자), 장영주(바이올린), 장한나(첼리스트)등도 줄리어드 출신인 것으로 유

명하다.

줄리어드는 전문적인 예술학교이면서도 이론과의 조화를 중요시 함은 물론

전문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다양한 동문

들과 수 많은 졸업생들의 영향으로 음악계에서 폭 넓은 인맥을 구축 할 수도

있다. 또한 줄리어드 출신 학생들의 협업과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는 다른 분

야에도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http://www.juilliard.edu/


Musicians Institute (MI)

위 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홈 페 이 지 www.mi.edu

운 영 형 태 사립

원 서 마 감 일 진학과정 별로 상이

입학시영어조건 자체 인터뷰

SAT 또는 ACT

MI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위치한 실용음악전문학교이

다. 전문적인 음악학교로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향하는 성격에 있어 전문

음악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음악학과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보스톤

의 Berklee College of Music이 재즈(Jazz)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기교

육에 초점을 맞춘다면 MI는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실제적인 음악현장과 실

기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유명 록밴드 미스터 빅의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 스티브 바이 밴드의 리듬 기

타리스트인 데이브 위너, 젊은 나이에 요절한 제프 버클리 등이 대표적인 MI 

출신 음악가, 연주자 들이라 할 수 있다. 음악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과 달리

짧은 시간에 실기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현장에서 활동하

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계 팝음악(Pop Music)의 중심, 로스

앤젤레스에 위치한 만큼 졸업 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권 학생의 비중이 늘고 있고, 실용음악을 원

하는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MI를 찾고 있다.

http://www.mi.edu/


미국 인기 전공 & 유학네트 추천 대학교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미국 대학에서는 경영학 전공을 일반적으로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라고 부른다. 주로 기업의 조직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연

구하며 기업의 형태, 구조, 존립조건 등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론보다는 실례

를 중심으로 기업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이

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재정학)이나 기업의 자본과 손

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공부하는 회계학(Accounting)과는 차이가 있다.

경영학은 처음에는 경제학, 회계학, 마케팅, 재무학 등과 같은 세부 과목을 선

택하고, 3학년 이후부터는 조직체계의 태도(Organizational Behavior), 

인적자원 운영(Human Resource Management), 지배력(Supervisory 

Sills), 국제경영(International Management) 등과 같은 특수과목을 공

부한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그 동안 배워온 이론과 원칙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관련된 작전 또는 비즈니스 정책 등을 다루게 된다.

주요 전공과목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Accounting Ⅰ, Ⅱ, Ⅲ

•Business Finance

•Business Law

•Business Statistics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Principles of Marketing

•Human Resources

•Managing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ion Management

•Operations Management

•Managerial Communication

•Development of Organization

•Quality Planning and Improvement

주요 대학

학부에 비즈니스 스쿨이 개설된 대표적인 대학으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와튼 스쿨(Wharton School), MIT의

슬로언 스쿨(Sloan School),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앤아버 스쿨(Ann Arbor School) 이외에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등이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 특히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은 우수한 경영학

학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대학에 비해 보다 더 실무

중심,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제공되며 Bachelor of Science in 

Economics 학위가 수여된다. 반면 같은 대학의 경제학과의 경우 와튼 스쿨

이 아닌 College of Arts and Science에 소속되며 이론 중심의 수업으로

Bachelor of Art in Economics 학위를 받게 된다.



유학네트 추천 대학교

노스이스턴 대학교

Northeastern University

1898년에 설립된 노스이스턴 대학교는 사립 연구대학으로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미국 대학 39위에 랭크되었다. 보스턴 중심에 위치

하여 다른 명문대학들과 교류가 활발하므로 유학생에게 특히 인기 높은 대학

으로 매년 미국 대학랭킹의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매년 5,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2,000여 개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으

며 교실 수업을 대신한 현장 교육프로그램으로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Co-op 

프로그램은 100년 전통으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있다.



위 치 메사추세츠 주(MA) - 보스턴(Boston)

설 립 년 도 1898년

운 영 형 태 사립

총 학 생 수 약 20,200명 (학부 13,200명, 대학원 7,000명)

학 기 제 2학기제(Semester)

웹 사 이 트 www.northeastern.edu

랭 킹 미국대학랭킹 44위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2019년)

제공 중인 주요 경영학 전공

• Accounting

• Business Administration, BS

• Economics

•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

• Finance and Insurance

• International Affairs

• International Business

• Management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Marketing

• Supply Chain Management

http://www.northeastern.edu/


회계학
(Accounting)

회계학은 현재 미국 대학들 중 가장 인기 높은 전공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큰 기업체들의 불명예스러운 추문 때문에 회

계, 회계감사 그리고 사기와 부정수단 등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어, 회계사

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더불어 큰 기업체의 회장인 CFO(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재무제표에

승인을 해야 하고, 회계 감사원은 새로운 책임이 더 주어지고 있어 교육을 잘

받고, 자격 있는 회계사(Accountant)의 필요성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절

실해지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는 회계학을 ‘비즈니스 언어(The Language of Business)’

로 간주한다. 회계학은 기업의 자본 및 손익에 관한 계산방법을 연구하는 학

문으로 부기기술, 자산의 평가 및 경영분석, 원가계산, 예산통제 등을 연구대

상으로 한다. 어느 개인이나 기관의 재정 정보를 수집, 기록, 분석, 해석하고

그리고 전달 통보하는 과정을 공부하며,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의

작성과정, 그의 분석,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와 관리, 세금보고 작성, 

회계 정보(Accounting Information)의 관리, 회계감사(Auditing) 그리고

사기와 부정수단 관리(Management of Fraud) 등도 배운다.

주요 전공과목

•Statistics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Introduction to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Cost Accounting

•Auditing

•Introduction to Taxation

•Managerial Statistics

•Managerial Finance

•Principles of Management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Government and Not-for-Profit Accounting

•Internship

주요 대학

회계학은 비즈니스의 한 분야로 비즈니스 전공분야가 있는 대학에는 대부분

회계학이 개설되어 있으며, 남가주 대학교(USC), 뉴욕 대학교(NYU), 펜실

베니아 대학교(UPenn) 등과 같은 대학교에서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까지 제공되고 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에서도 회계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를 위주

로 가르치고 있는 사립학교들 중 Bentley College나 Bryant College에서

는 회계학 학사와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유학네트 추천 대학교

페이스 대학교

Pace University

페이스 대학교는 1906년 설립되어, 미국 전체 대학 랭킹(US News & 

World Ranking, 2017)에서 188위를 차지한 우수 사립대학교이다. 랭킹

에 따른 명성도 유명하지만, 뉴욕 맨하튼의 중심의 위치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 높다. 전체 재학생수는 학부생이 약 8,000명, 대학원생이 약 5,000명

이며 전체 학생 중 유학생이 1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

이 페이스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페이스 대학교는 미국 회계사시험(CPA)를

만든 Pace 형제가 처음 회계학교로 설립한 대학인만큼 회계학 분야가 매우

유명하다. 또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뉴욕시 내 인턴십 배치 1

위 대학으로 선정할 만큼 인턴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론과 실무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 치 뉴욕 주(NY) - 뉴욕(New York)

설 립 년 도 1906년

운 영 형 태 사립

총 학 생 수 약 12,400명 (학부 8,100명, 대학원 4,300명)

학 기 제 2학기제(Semester)

웹 사 이 트 www.pace.edu

랭 킹 미국대학랭킹 177위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2019년)

회계학 세부전공

• General Accounting BBA

• Public Accounting BBA

• Accounting

• Business Administration, BS

• Economics

•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

• Finance and Insurance

• International Affairs

• International Business

• Management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Marketing

• Supply Chain Management

http://www.pace.edu/


공학
(Engineering / Technology)

비즈니스와 함께 이과 계열에서 가장 인기 높은 분야가 바로 공학이다. 공학

분야에는 전기, 기계, 항공, 농업, 생화학, 컴퓨터, 토목, 전자, 환경, 재료공학

등 무수히 많은 전공이 속해있다. 미국에서 공학은 Engineering(하드웨어

개념) 또는 Technology(소프트웨어 개념)로 표현된다.

Engineering

천연자원을 인간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적으로 바꾸기 위해 과학을 응용하는

학문. 인류의 편익을 위해 자연의 물질과 힘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연구, 

실험하는 학문 분야

Technology

기술 즉 사람의 생활을 향상, 개선하고 기계나 절차의 개발에 과학이나 공학

을 응용하는 것

주요 전공과목

•Computer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Petroleum Engineering

•Aerospace & Aeronautical Engineering

•Nano 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Bio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Agricultural Engineering

•Materials & Metallurgical Engineering

공학 주요 세부전공

컴퓨터공학(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방법 학습. 대형 컴퓨터에서

소형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복잡한 통제시스템

에 관해 연구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

전자게임기와 같은 새로운 생산품의 분석과 설계에 중점. 기술개발을 강조하

면서 공학적 방법과 과학적 기술 적용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새로운 장치(차량, 음향시스템, 엔진 등)를 가시화시키고 다른 장치에 전달하

기 위해 모형화 하는 방법, 설계, 제조에 관련된 문제 연구

화화공학(Chemical Engineering)

항생물질, 비료, 농화학물질, 목재생산, 고분자화합물, 인조섬유, 반도체, 석

유화학물, 인공연료와 같은 현대 생활에 필요한 화학 공정과 화학물질 개발

방법 학습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

구조물(빌딩, 다리 등)과 부대시설(운송, 용수 공급 등)을 계획하고 분석, 설

계, 시공하는 기술 교육



유학네트 추천 대학교

뉴욕 주립 대학교 알바니 캠퍼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SUNY Albany)

나노 공학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 개설한 대학으로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최고의 대학이다.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내가 학생

이라면 이 곳에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라며 극찬한 바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그 우수성과 가능성을 인정”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SUNY Albany의

학부과정은 나노 과학 과정(Nanoscale Science)와 나노 공학 과정

(Nanoscale Engineering)으로 나뉘어 있다. 두 전공의 차이점은 과학과

공학의 접근에 있는데, 나노 과학은 나노 분자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떠한 특

성을 지니는지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나노 공학은 이렇게 발견된 특성을

이용하여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집중한다.



위 치 뉴욕 주(NY) - 알바니(Albany)

설 립 년 도 1844년

운 영 형 태 주립

총 학 생 수 약 17,650명 (학부 13,000명, 대학원 4,650명)

학 기 제 2학기제(Semester)

웹 사 이 트 www.albany.edu

랭 킹 미국대학랭킹 140위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2019년)

공학 세부전공

• Nanoscale Science

• Nanoscale Engineering

http://www.albany.edu/


호텔경영학
(Hotel Administration)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전공 중 호텔경영과 매니지먼트 전공 분야를 Hotel 

Administration이라 하며 호텔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호텔리어로 활

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에는 많은 수의 호텔 매니저들이 4년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직장에서 실무경험을 하면서 매니저로 승급되거나, 또

는 호텔 주인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큰

호텔이나 고급 호텔에서는 호텔 경영학이나 그와 비슷한 4년제 대학 경영학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다. 미국 호텔 경영학과의 특징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

함께 호텔 전반에 대한 업무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나 스위스의

호텔 경영학이 이론을 배운 후 실무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

는 반면, 미국의 프로그램은 이론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매니지

먼트(경영) 과정을 깊이 가르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호텔 경

영학부에 호텔 경영/관광 경영/리조트 경영/이벤트 경영/레스토랑 경영/카

지노 경영 그리고 요리/제과/제빵 등 세부 전공으로 분류된다. 2년 또는 4년

과정 중 1회의 인턴십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졸업 이후 1년간의 OPT 기회를

통해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다.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면 경제학과 회계학 같

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과목들 이외에 일반 경영학, 인력자원 매니지먼트, 재

정 매니지먼트, 음식과 음료 매니지먼트, 마케팅, 관광 비즈니스, 부동산과 시

설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호텔 운영, 레스토랑 운영, 비즈니스와 호텔에

관련된 법 규정 등과 같은 과목을 공부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과목 외에 흥미 있

는 특수 전문분야의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턴십 또

한 참여하게 된다.



호텔리어(Hotelier)

호텔실무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일컫는 말로 호텔을 대표하는 최고의 서비스

맨이다. 호텔리어는 세련된 국제매너와 건강한 체력, 고객을 우선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호텔의 얼굴이며,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대표라 할 수 있다. 호텔의 부서

별 업무는 크게 객실부서, 사무부서, 식음료부서, 조리부서 등으로 나눠지는

데, 조리부서의 경우에는 조리 또는 요리 관련 전공자가 요구된다.

주요 전공과목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Economics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Interpersonal Skills

•Managerial Communication

•Introduction to Hotel Management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Hotel Development and Planning

•Restaurant Management

•Hospitality Facilities Operations

•Business and Hospitality Law

•Strategic Management

•Intern Program



유학네트 추천 대학교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가스 캠퍼스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

UNLV는 1957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라스베가스에 설립된 이

후 학과나 시설 모두 급성장 하고 있는 학교이다. 학부과정에서 70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대학원 과정에는 60여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현

재 전체 재학생 약 35,000명 중 호텔 경영학 분야에서 학업하고 있는 학생은

3,000명 이상이다.

UNLV 캠퍼스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 및 카지노, 컨벤션 센터들이 위

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UNLV는 특히 호텔, 카지노, 컨벤션 전공 분

야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호텔 경영 전공의 경우 5과목은 카지노경영, 

이벤트경영, 레스토랑경영 중 한가지 전문분야를 선택해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UNLV 호텔경영 대학의 모든 수업은 이론뿐 만 아니라 실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1,000시간의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위 치 네바다 주(NV) - 라스베가스(Las Vegas)

설 립 년 도 1957년

운 영 형 태 주립

총 학 생 수 총 23,099명

학 기 제 2학기제(Semester)

웹 사 이 트 www.unlv.edu

호텔경영학 세부전공

• Hospitality Management

• Beverage Management

• Foodservice Management

• Lodging and Resort Management

• Meetings and Events Management

http://www.unlv.edu/


미국 대학원 - 유학 개요

대학원과정은 전공 분야의 기본지식을 갖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으로

전문화된 심화과정과 깊이 있는 연구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이 자신의 학업방

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학부과정과 다르다. 수업은 강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수와 학생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참여, 연구 리포트, 

시험 모두가 중요하다.

대학원 제공 학위

석사(Master’s Degrees)

학사학위를 받은 후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순수학문석사(Academic Master’s)

M.A(Master of Arts)와 M.S.(Master of Science)는 일반 예술, 자연과

학, 인문과학 전공에 수여되는 석사학위이다. M.S.는 공학 또는 농학과 같은

기술 전공에 수여되기도 하며, 이들 석사 과정은 30-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1-2년 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전문석사(Professional Master’s)

전문적인 특정 분야를 공부하여 받는 학위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지 않는다

는 의미에서 최종석사학위로도 불린다. 이런 전문석사학위는 별도의 명칭을

갖게 되는데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S.W. 

(Master of Social Work), M.Ed(Master of Education), M.F.A. 

(Master of Fine Arts) 등이 있다.



박사(Doctoral Degrees)

연구학자 또는 미래의 교수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박사학위는 학위소지자가

특정 분야에서 연구 학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함을 증명한다. Ph.D(Doctor 

of Philosophy)가 가장 많으며, 그 외 교육(Ed.D: Doctor of Education), 

경영(D.B.A: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주어진다. 상급 교과목을 이수하고, 세미나를 들어야 하며, 지도 교수의 지휘

아래 독자 연구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미국 대학원 유학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입학과 동시에 혹은 그 다음해부터 상당수의 학생들이 재정지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Law School, Business School, Art 

School, Music School 등의 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

야는 일반적으로 RA(Research Assistantship), TA(Teaching 

Assistantship) 등으로 조교 일을 하면, 학비가 면제되고 한달 동안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생활비(Stipend)를 받을 수도 있다.



입학자격 및 조건

미국 대학원 입학 심사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우수한 대학원 프로그램일

수록 학업 및 입학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과외활동, 연구활동, 에세이, 추천서

등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특히 자연과학이나 공학분야의 상위권 대학원

프로그램은 함께 연구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 우수성, 한국에

서의 연구경력, 추천서, 그리고 에세이에 담긴 지원자의 연구 분야와 목적 등

이 많이 고려된다. 또한 입학심사 시 미국 학생들은 GRE보다 학교성적이 더

중요하지만, 유학생들은 학교성적보다 GRE가 더 중요하다. 물론 학교성적이

나 TOEFL, GRE 성적만 높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들도 있다.

학력조건

• 학사학위 소지

• GPA : 일반적으로 3.5/4.0 이상이면 입학에 유리, 상위권 대학원은

3.8/4.0 이상

영어조건

• TOEFL iBT : 100~114점 이상

• GRE : Verbal Section 550~800점, Writing 4.0~5.0 정도

✓ 인문사회과학 분야 상위권 대학원은 TOEFL iBT 105, GRE Verbal 

Section 650 이상의 높은 점수 필요

✓ 공학,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GRE Quantitative Section의 점수도 중요

✓ 유학생이 첫 해부터 Fellowship이나 Assistantship을 받으려면

TOEFL, GRE 점수가 뛰어나야 함



대학원 유학준비 FAQ

Q1. 학부와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할까요?

A1. 미국의 중상위권 대학원은 연구 목적으로 존재하며, 교수의 연구를 도와

주거나 조교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하므로 같은 전공을 공부한 학생

을 선호한다. 전공과 상관없이 입학을 받아주는 석사과정도 있으나 일반

적으로 전공을 바꾸어 들어가기는 어렵다.

Q2. 추천서와 학업계획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2. 추천서, 학업계획서, 연구경력은 매우 중요하다. TOEFL과 GRE 점수가

우수하지 않더라도 연구경력과 논문으로 입학이 허가 되거나, 지원자의

연구경력과 목적이 교수의 세부전공과 일치하여 교수가 재정지원을 조건

으로 입학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많다. 추천서는 현지 미국대학에서 학위

를 받고 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분의 추천을 받아 해당학교에 지원하

면 더욱 유리하며, 학업계획서는 자신의 연구경험과 성과, 향후 연구방향

및 목표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Q3. 미국 대학원에서 다른 대학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하지만 선호하지 않는다. 석사과정 이수 후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때

재정지원이나 입학 시 응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타 학교로 진

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박사과정 중 편입은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편입 지원 시 학업계획서(Statement of Purpose)에 그 사유를

서술해야 한다.



미국 대학원 - 인기전공

경영대학원 - MBA

경영대학원 입학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경력과 성취도, 에세이, 추천

서 등이다. 지원자들 상당수가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영대학원의 MBA 

과정은 학부성적이나 GMAT점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학부성적은

GMAT보다도 비중이 약한 편이다. MBA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장경력이 가

장 중요하며, 우수한 경영대학원의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특히 TOP 10이내의 MBA 입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5편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에세이의 주제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배경으로 리더십, 업무

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TOEFL iBT 100 이상

의 영어실력과 GMAT 700점 이상(800점 만점)이 필요하며, 에세이 3~4편, 

이력서, 추천서 2개, 학부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를 요구하는 대학도

많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졸업생을 통해 인터뷰가 실시된다.

MBA

경영대학원의 대표적 학위과정으로 풀타임으로 2년 과정이다. 세부전공으로

일반경영, 재무, 회계, 마케팅, 테크놀로지, 오퍼레이션, 정보시스템 경영, 국

제경영, 분석, 인사경영, 비영리기관운영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대학마다 특

징 있는 다양한 세부전공이 있다.

Joint MBA(MBA/JD)

MBA 과정은 경영대학원 내 혹은 타 대학원의 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수

학위과정이 운영된다. 가장 대표적인 과정은 경영과 법학을 동시에 공부하는

MBA/JD 과정이다. 대부분 1학년은 법과대학원에서, 2학년은 경영대학원에

서 공부한 후, 3~4학년은 법과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경영학과목을 병행하

여 공부한다. 단기간 내 두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적어

도 약 5년 정도가 소요된다.



Executive MBA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승인과 재정 후원을 받는 중간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다. MBA 과정의 학생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공부하며 2년 내에 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박사과정

박사과정은 보통 석사과정보다 2배 정도 많은 시간이 걸리며, 영어 이 외의

외국어에도 능숙해야 한다. 또한 경영학 과정의 세 분야 혹은 그 이상에서 총

괄적인 구두 및 필기 시험을 치러야 하고, 최소 200~500 페이지 분량의 연

구논문을 써야 하며, 논문 작성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Techno MBA

공학도나 엔지니어가 경영학을 배경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함께 사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정이다. 기술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을 동시에 비중을

두고 가르치며, 우수한 공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의대 - Medical School

미국 의대는 한국과 달리 학부에서는 일반전공으로 공부한 후, 대학원에서 의

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

득한 후 의대 4년 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단, 일부 의대에서는 우수한 학생

들을 위해 학부과정에서 의대과정을 이수하는 BS/MD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약 150여 개 대학에 의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중 22개

대학에서 BS/MD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의대 입학은 매우 어렵다. 어느 대학이든 아주 높

은 학부성적과 MCAT(의대 입학시험) 점수가 필요하며, 미국에서 학부를 졸

업하지 않고 미국 의대의 M.D.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

에 외국학생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성적은 최상위권이어야 하며, 필수과목 성적

은 모두 A를 받아야 하고, CAT 점수 역시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학부에

서 연구경력, 병원 인턴십, 과외활동 등이 우수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의대

는 약대나 치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외국학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외국학생뿐 아니라 타 주의 학생에게도 개방하고 있지 않기도 하

므로 입학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아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의대의 특징은 학부전공이 생물학이든 화학이든 음악이든 영어든 상관

없이 대학원과정인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단 47%만이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그

러나 학부과정에서 7~8개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의대 진학에 필요한

필수과목에는 생물(Biological Sciences), 일반 및 유기화학(General 

and Organic Chemistry), 물리(Physics), 영작문(English 

Composition), 수학(Calculus) 등이 있다.



법대 - Law School

미국의 법대는 대학원과정으로 학부과정이 없으며,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인

정하는 로스쿨은 단 182개이다. 그만큼 입학이 매우 어려우며 학부 성적과

LSAT(미국 로스쿨 입학시험) 점수가 높다고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중상위권 로스쿨의 J.D. 과정에서는 외국학생을 찾아보기가 어

렵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학사에 해당하는 J.D.(Junior Doctor), 법학석사에 해

당하는 LL.M.(Master of Law), 법학박사과정이라 할 수 있는

JSD(Doctor of the Science of Law)가 있으며, LL.M. 과정이 J.D. 과정

보다 입학이 수월한 편이다. 

특히 J.D.과정은 대부분 사례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의 영어작

문 및 구술 실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법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LL.M. 과정을 권장하며, 현재 약 120개의 로스쿨이 LL.M.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LL.M. 과정은 미국에서 J.D. 학위를 받았거나 외국에서 법학사를 취득

한 사람이 특정 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교수로 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료하면 Master of Law학위를 받는다.

참고로 미국에는 국가 변호사 시험이 없고, 각 주 별로 변호사 시험이 따로 있

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LL.M. 과정만 마쳐도 응시할 수 있다.



약대 - Pharmacy

미국에는 현재 89개의 약대가 있는데 모두 의대나 치대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학원 과정이다. 한국은 학부과정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면허시험을 통과

하면 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학부에서 최소 2년 이상을 수료

한 후 약대로 진학하여 Doctor of Pharmacy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그 뒤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사면허시험을 통과해야 약사가 될 수 있다. 시험

은 각 주 별로 시행되지만 한 주에서 취득한 면허로 다른 주에서 약사로 활동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대에는 Pharm.D.(Doctor of Pharmacy) 이외에 Ph.D.(Doctor of 

Philosophy)가 있다. Ph.D.는 전공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약제학, 약학, 

독극물학, 면역학 등이 있다. 이러한 Ph.D.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Pharm.D. 과정을 마치고 진학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

우 학부 졸업 후 바로 Ph.D.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며 또한 관련 전공을 이

수한 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약대 입학도 같은 주에서 지원하는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타주나 외국

학생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외국학생의 약대 입학

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Pharm.D.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들을 학부과정에서 이수해야 한다.



수의대 - Veterinary Medicine

미국 내에는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의 인

가를 받은 총 28개의 수의대가 있으며, 가장 유명한 대학은 코넬 대학교로 미

국 내에서 공부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다른 전문대학원

과 마찬가지로 학부과정에서 최소 2~3년 이상의 과정을 마쳐야 하며, 필수/

선수 과목을 포함하여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며,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미국은 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에 반해 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입학지원시 경쟁

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외국 학생의 입학이 상당히 어려우며, 일단 입학하더라도 의대보다 공

부가 더 어렵다. 미국 수의대는 학생이 여러 학교에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VMCAS(Veterinary Medical College Application Service)를 이용하

고 있다.

입학조건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부성적이며, 일반적으로 수의학 예비과

정을 이수하고 VCAT(수의대 입학시험)를 치러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VCAT 외에도 GRE나 MCAT 점수를 요구 하기도 하며, 실제 대부분의 대학

들은 GRE 점수를 요구한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 GRE Subjec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치대 - Dental School

미국의 치대는 학부과정을 마친 후 혹은 학부과정 재학 중 지원할 수 있으며, 

학부에서 생물, 화학, 물리화학, 물리 계열의 학점을 취득해야 치대 입학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때문에 학부에서 치대 입학에 필요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

부하여 학부 2년을 마치고 치대에 들어가거나 학부과정을 마친 후 치대로 진

학한다.

치대 입학을 위해서는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DAT(치대 입학 시험)를 치러야

한다. DAT 시험은 지원자의 자격과 적성검사의 일종으로 기초화학(생물, 화

학), 독해력, 수량개념, 지각능력 등을 테스트 하며, 매년 10월과 4월경에 실

시된다. 학부성적과 DAT 점수가 입학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에세이, 추

천서, 면접 결과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혹은 외국에서 치대를 졸업한 학

생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국 치대의 2~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 경

우도 있다.

미국 치대는 일반적으로 4년 과정 이지만 3년 또는 5년 과정인 곳도 있다. 치

대를 졸업하면 D.D.S(Doctor of Dental Surgery) 학위를 받게 되며, 치대

졸업 후 전문의가 되고자 한다면 전문의과정에 진학하여 2~3년 정도 더 공부

해야 한다.



2019년 미국 대학교 종합 순위

미국에는 고등학교 이후의 고등교육과정을 제공하는 7,000개 이상의 교육기

관이 존재하며 이중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은 4,200여 개에 이른다. 현재

4년제 대학이 약 2,500개(주립 약 630개, 사립 약 1,870개), 2년제 대학이

약 1,700개(주립 약 1,070개, 사립 약 630개)이며, 수많은 대학들이 세계

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고려하

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아래는 미국의 시사전문지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9년

미국 대학 랭킹 TOP 150 이다.

순위 대학명

1 Princeton University

2 Harvard University

3 Columbia University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University of Chicago

3 Yale University

7 Stanford University

8 Duke University

8 University of Pennsylvania

10 Johns Hopkins University

10 Northwestern University

1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2 Dartmouth College

14 Brown University



순위 대학명

14 Vanderbilt University

16 Cornell University

16 Rice University

18 University of Notre Dame

19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1 Emory University

22 Georgetown University

2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5 Carnegie Mellon University

25 University of Virginia

27 Tufts University

27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27 Wake Forest University

30 New York University

3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3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33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33 University of Rochester

35 Brandeis University

35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35 University of Florida

38 Boston College

38 College of William and Mary

38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4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순위 대학명

42 Boston University

42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44 Northeastern University

44 Tulane University

46 Pepperdine University

46 University of Georgia

46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49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49 University of Texas, Austin

49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49 Villanova University

53 Lehigh University

53 Syracuse University

53 University of Miami

56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56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56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59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59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59 University of Washington

59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63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63 University of Connecticut

63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66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66 Clark University

66 Clemson University



순위 대학명

66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70 Florida State University

70 Fordham University

70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7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7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70 University of Pittsburgh

76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76 Virginia Tech

78 American University

78 Baylor University

80 Binghamton University, SUNY

80 Colorado School of Mines

80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80 Stony Brook University, SUNY

80 Texas Christian University

80 Yeshiva University

86 Michigan State University

86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86 University of San Diego

89 Howard University

89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89 Loyola University Chicago

89 Marquette University

89 University at Buffalo, SUNY

89 University of Delaware

89 University of Iowa



순위 대학명

96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96 Miami University, Oxford

96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96 University of Denver

96 University of San Francisco

96 University of Vermont

102 Clarkson University

102 Drexel University

102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102 University of Oregon

106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106 St. Louis University

106 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106 Temple University

106 University of Arizona

106 University of New Hampshire

106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06 University of the Pacific

106 University of Tulsa

115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115 Auburn University

115 Rutgers University, Newark

115 University of Tennessee

119 DePaul University

119 Duquesne University

119 Iowa State University

119 Seton Hall University



순위 대학명

119 University of Utah

124 University of Oklahoma

124 University of South Florida

124 University of St. Thomas

127 San Diego State University

127 University of Dayton

129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29 University of Alabama

129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129 University of Kansas

129 University of Missouri

129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129 University of Texas, Dallas

136 George Mason University

136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136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136 University of La Verne

140 Colorado State University

140 Hofstra University

140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 Rouge

140 Mercer University

140 Oregon State University

140 University at Albany, SUNY

140 Washington State University

147 Adelphi University

147 Kansas State University

147 The New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