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구 3억 5천만을 상회하는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제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문화, 의료, ICT 등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유일한 패권국가입니다. 교육부문만 들여다 보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은 너무

나 막강합니다. 4천여개에 달하는 대학들, 중국, 인도, 한국 등 세계에서 1백

2십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가, 너무나 많고 유명한 대석학들, 그래서 장

차 세계 1등시민으로 신분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든 미국의 교육을 주

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를 거쳐 대학을 마치는 데까지 대략 20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 한국인들이 당면한 현실에는 참으로 뭐라 말

할 수 없는 막막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되어 무려 20여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일본인들이 가졌던 그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도 갖

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나라에서 대학을 마치는 데까지 무

려 4~6억원을 쓴다고 하는 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일자리 등 대학을 졸

업한 젊은이들이 가진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동물인 인류에게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필수과목입니다. 

교육 없는 미래는 마치 힘만 믿고 망망한 대해에서 기약도 없이 헤엄만 치는

수영선수와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육만큼 많이 남는 투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떠 올릴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MS), 스티브 잡스

(Apple), 제프 베저스(아마존),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등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교육에 투자한 돈과 성공해서 벌어들인 돈을 비교해 본

다면…

교육은 엄청난 기회의 광산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 효율적인 교육, 앞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경험하고 구축한 선진

국의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유학

을 최고의 선택으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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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학은 성적관리 등 철저히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

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다시 한번”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

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미루거나 집중하지 못했던 우

리 청년들이 외국대학에서의 도전을 생각한다면 대학 패스웨이를 권해 드립

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명문대학이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마

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 맞게 낮은 대학으로부터라도 시작하여 명문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면 나는 그런 현명한 경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유학을 마치고 미래

를 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

명문만 고집하다가는 수준 높은 학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좌절하기도 쉽습

니다. 그래서 성적이 월등히 좋은 학생은 그에 맞는 명문대 입학을 추진하지

만, 준비가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패스웨이가 가장 현명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민 친구나 친지의 권유도 좋지만 유학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뒤

모든 것을 종합해 본 뒤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합

니다. 특히 진학에 관련된 유학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케이스를 다루고 가

이드 해 본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패스웨이 가이

드북에 이어 대학별 안내서를 1차 출간하고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본지에서 커버되지 않은 내용이나 지식은 번거롭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전

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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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아델파이 대학교 (Adelphi University)
패스웨이 프로그램

⚫ 2020년 미국 대학교 전체 랭킹 166위

⚫ Fiske Guide to College 선정 11년 연속 “Best and most 

interesting” 대학

⚫ 미국 내 사회복지학과 44위

⚫ Best Colleges Nationwide, U.S. News & World Report, 2020

⚫ Top 20% Safest Universities (Niche, 2019)



아델파이 대학교(Adelphi University)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96년

위치 미국 - 뉴욕(New York)주 - 가든 시티(Garden City)

운영형태 사립대학교

학생수 총 8,146명 (유학생 21.4%)

아카데믹 총 8개 단과대학 (학부전공 50개+, 대학원전공 130개+)

우수전공분야 간호학, 의사소통장애학, 임상심리, 검안학, 사회복지, 심
리학, 경영학, 스포츠경영, 회계학, 수학, 음악교육, 체육교
육, 미술사, 무대디자인기술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8월, 1월)

아델파이 대학교는 60여 개 이상의 학문 분야, 특히 인문교양과 과학분야에

서 박사급 전문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으로 잘 알려진 대학교입니다. 특히 “4

대 핵심학문영역(Core Four)” 즉 인문학(Arts and Humanities), STEM

과 사회과학(STEM and Social Sciences), 경영(Business), 그리고 보건

복지(Health and Wellness)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인 집중이 이루어지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교육과 소통을 강조하는 아델파이 대학교는 UN 등의 국제 기구와 특별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10:1로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유

대관계가 돈독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배려와 지원이 장점인 대학입

니다. 

8개 단과대학에서 130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학, 

언어치료학, 임상심리학, 검안학, 사회복지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STEM, 사회과학, 비즈니스, 교육, 보건분야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턴십 등의 실습기회를 통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글

로벌 인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졸업생들 중 96%의 학생들이 1년 이내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

고 있으며, 기업들과의 산학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인턴십 체험을 할 수 있습

니다,

30헥타르에 달하는 캠퍼스에 7개의 기숙사와 8개의 학생식당, 미술관, 극장, 

라디오/TV 방송국 및 천문관측소 등의 대학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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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 Adelph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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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동문 출신국, 평균 GPA 3.5

8,146 재학생 수 (유학생: 21.4%)

3.5 평균 GPA

60+ 전공 수, 경영, 교육, 보건 분야 유명

Top Top US College, Wall Street Journal, Times HE 
Rankings 2018

Top 25 경영대학 학부과정-뉴욕, Top Management degree

Top 150 Top 150 National Universities,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Top 20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학교, Niche.com

Top 미국 명문대학들 American Top Colleges, Forbes 2017

#44 사회복지학과 랭킹 44위

Best 북동부 최고의 대학들, Princeton Review 2019

11 11년 연속 “Best and most interesting” 대학으로 선정, 
Fiske Guide to College 2017

#44 신입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학교 43위

10:1 학생 대 교수 비율

7 7개의 기숙사

New York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에서 1시간 이내, 가든 시티 시내까지
10분

240+ 대학에서 구인하는 기업 수, IBM, Apple, AIG, Pepsi, 
Merrill Lynch 등



뉴욕주 가든 시티 (Garden Cit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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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시티는 미국 뉴욕주 남동부에 위치한 조용하고 안전한 주택가인 롱 아일

랜드 서부 내륙에 위치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표준도시로 인구는

약 22,000명이며, 뉴욕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시티까지 40분거리, JFK 공항까지 20분 거리에 인접하여, 주말에는 뉴

욕 시내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맨하탄에서 약 50분, 롱 아일랜드에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키 스타디움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롱아일랜드 지역의 아름다운 해변, Nassau 

Coliseom 음악회, Westbury Music Fair 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든 시티(Garde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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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2,495

위치 뉴욕에서 40분거리, JFK 공항에서 20분

뉴욕 Fortune 500대 기업들의 본산, 인턴, 취업 등의 기회

기후 여름 평균기온: 29.3°C, 겨울 평균기온: 4.2°C

인근도시 필라델피아 - 차량으로 1.5시간
보스턴 - 차량으로 4시간
워싱턴 D.C. - 항공으로 1.5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델파이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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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파이 대학교의 학부나 석사과정에 바로 입학하려면 우수한 학교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

과정에 따른 입학시험 (SAT, GRE, GMAT 등)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

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쉽게 아델파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아델파이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2~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 *석사 패스웨이는 2회)



아델파이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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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 이내 / GPA 3.0/4.0 = 인문

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컴퓨터과학, 경영/재무&

경제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델파이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공분야

인문&과학, 공공보건, 심리, 경영(MBA 포함), 교육, 사회복지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 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델파이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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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예술과학대학)

✓ Anthropology (인류학)

✓ Art (미술)

✓ Art and design education (미술과 디자인 교육)

✓ Art history (미술사)

✓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 Studio art (스튜디오 아트)

✓ Biology (생물학)

✓ Chemistry (화학)

✓ Biochemistry (생화학)

✓ 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

✓ Criminal Justice (형사정책학)

✓ Dance* (무용*)

✓ English (영어)

✓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

✓ History (역사)

✓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 Interdisciplinary studies (다원학)

✓ Spanish (스페인어)

✓ French (불어)

✓ Latin American studies (남미학)

✓ Computer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컴퓨터와 경

영정보시스템)

✓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

✓ Mathematics (수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Music (음악)

✓ Music education (음악 교육)

✓ Philosophy (철학)

✓ Physics (물리학)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Sociology (사회학)

✓ Theatre Arts (연극예술)

• Acting(연기)

• Design/Technology(무대 디자인기술)

Gordon F. Derner School of Psychology (심리대학)

✓ Neuroscience (신경과학)

✓ Psychology (심리학)

Robert B. Willumstad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

✓ Economics (경제)

✓ Finance (재무)

✓ Management (경영)

✓ Marketing (마케팅)

Ruth S. Ammon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 Exercise science (운동과학)

✓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 Sport management (스포츠 경영)

✓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의사소통 장애학)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Five-Year Bachelor’s Master’s Program (학사+석사 5년과정)

✓ Accounting/ Management (회계학/ 경영)

✓ Business (경영)

✓ Psychology (심리학)

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 Degree)

Robert B. Willumstad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원)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Management (MBA)

✓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 (경영분석)

✓ Master of Science in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Ruth S. Ammon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원)

✓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ies (Non-Certification) (아동

특수교육)

✓ Education Technology (Non-Certification) (교육기술)

✓ Exercise Science (운동과학)

✓ Sport Management (스포츠 경영)

✓ Community Health Promotion (지역보건증진)

✓ Educational Theatre, Storytelling, and the Arts (Non-

Certification) (연극과 스토리텔링, 예술 이용 교육)

✓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Non-

Certification) (테솔)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원)

✓ Master of Social Work (사회복지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예술과학대학원)

✓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응용수학통계)

✓ Biology (생물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Creative Writing (문예창작)

✓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

College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간호보건대학원)

✓ Master of Public Health (공중보건학)

✓ Healthcare Informatics (의료정보학)

Gordon F. Derner School of Psychology (심리학대학원)

✓ General Psychology (일반 심리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아메리칸 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AU)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문 대학교

⚫ 2020년 미국 전체 대학랭킹 77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 2019년 연구대학 랭킹 68위, Forbes, 2019

⚫ 최고 수준의 국제학 프로그램, 유럽 외교, 역사 분야 우수

⚫ 재학생 인턴십 참여율 89% 이상

⚫ 미국 내 전공분야와 실무에 최적화된 과정 운영하는 대학교, Study 

Abroad 7위 선정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AU)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93년

위치 미국 - 워싱턴 D.C.(Washington D.C.)

운영형태 사립대학교

학생수 총 14,311명 (유학생 13%)

아카데믹 총 8개 단과대학 (총 160개 이상의 전공분야, 학부과정 65
개 이상, 대학원과정 20개 이상)

우수전공분야 경영, 교육, 법학(임상교육, 국제법, 지적재산권), 역사, 정
치과학, 사회학, 사회문제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8월, 1월)

미국의 심장부인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American University(아메리

칸 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전통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1893년 미국 의회법 (Act of Congress)에 따라 미 감리교단 산하의 사립대

학으로 출범했으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하는 글로벌 대학교로

서 전 세계 학생들의 입학을 환영하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에 위치한 대학에 걸맞게 국제학, 정치외교학, 경영학, 그리고 행

정학이 미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법(미국 내 8위)으

로 명성있는 대학교입니다. 

졸업생의 90% 이상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했

고, 90%의 학생들이 인턴십을 했을 정도로 취업에 강한 명문대학입니다. 미

국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D.C.에 위치하여 백악관과 불과 10분 거리에 있어

재학생들은 항상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학교 대한 만족도가 90%에 달하고, 많은 졸업생들이 전세계 국



제기구나 구호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양한 기

업인 및 정치가 들 중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American University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77 미국대학교 랭킹, U.S. News & World Report, 2020

#14 국제경영학 학부과정 랭킹, U.S. News & World Report, 
2020

#56 회계학과 학부과정 랭킹, U.S. News & World Report, 
2020

#14 행정관리학 학부과정 랭킹, U.S. News & World Report, 
2020

#68 연구중심 대학교 랭킹, Forbes, 2019

#47 베테랑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Best Colleges for 
Veterans, U.S. News & World Report, 2020

#82 가장 교육투자 가치가 있는 대학들 Best Value Schools, 
U.S News & World Report 2020

#31 신입생 만족도, U.S News & World Report

#61 최고의 학부강의 대학교, U.S News & World Report

#4 가장 아름다운 도시대학 캠퍼스, Princeton Review 2015

Biggest 국제학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교

14,311 재학생 수 (유학생: 13%)

90% 학부생 인턴십 참가율

92%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

94% 교수들의 최고 학위 보유율

11:1 학생 대 교수 비율

23명 평균 클래스 사이즈

128/50 유학생 출신국/미국학생 출신주



워싱턴 D.C. (Washington D.C.)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아메리칸 대학교가 위치한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로 정식 명칭은 콜롬비

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의 어느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작지만 국제적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

는 세계적인 도시이며, 금융 센터로서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의 인구는 약 6백만명이며 지역 총생산과 가구당 평균

소득이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우수한 교육 및 주거

환경으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형적인 정치도시로, 정부기관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높은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포츈 500대 기업 중 23개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항공, 방위, IT. 생명공학, 금융, 미디어 등의 산업

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온화한 편



워싱턴 D.C.(Washington D.C.)
미국의 수도, 역사, 국제정치, 문화, 예술의 본사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4 직장생활과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4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

Top 10 대학도시

Top 100 살기좋은 도시

기온 여름 평균기온 30.6℃, 겨울 평균기온 5.6℃

인근도시 필라델피아 - 차량으로 3시간
뉴욕 - 차량으로 4시간
보스턴 - 차량으로 1.5시간

입니다. 워싱턴 D.C.에는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IAD)와 Reagan 

National Airport (DCA)등 2개의 주요 공항이 있으며 한국에서 직항으로

운항됩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메리칸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아메리칸 대학교의 학부나 석사과정에 바로 입학하려면 우수한 학교성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과정에 따른 입학시험

(SAT, GRE, GMAT 등)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쉽게 아메리칸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아메리칸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2회 입학 가능 (8월, 1월)



아메리칸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인문&과학, 국제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사회문제, 교육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공분야

경영, 회계, 부동산, 재무, 과세, 분석, 정치학, 공공행정, 공공정책, 인문&과

학, 역사, 경제, 환경과학, 국제경제, 통계, TESOL, 커뮤니케이션 등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Programs)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예술과학대학)

✓ American Studies (미국학)

✓ Anthropology (인류학)

✓ Applied Mathematics (응용 수학)

✓ Arab World Studies (아랍세계학)

✓ Arabic Studies (아랍학)

✓ Art History (미술사)

✓ Asian Studies (아시아학)

✓ Audio Production (오디오 프로덕션)

✓ Audio Technology (오디오 기술)

✓ Biochemistry (생화학)

✓ Biology (생물학)

✓ Chemistry (화학)

✓ Computational Science (컴퓨터계산과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Dance (무용)

✓ Economics (경제학)

✓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과학)

✓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

✓ Foreign Language and Communication Media (외국어와 신문방

송미디어)

✓ French Studies (프랑스학)

✓ German Studies (독일학)

✓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 Health Promotion (보건증진)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History (역사)

✓ Jewish Studies (유대학)

✓ Language and Area Studies (언어와 지역학)

• French/Europe (프랑스어/유럽학)

• German/Europe (독일어/ 유럽학)

• Russian/Area Studies (러시아어/지역학)

• Spanish/Latin America (스페인어/남미학)

✓ Literature (문학)

✓ Mathematics (수학)

✓ Mathematics and Economics (수학과 경제학)

✓ Music (음악)

✓ Neuroscience (신경 과학)

✓ Philosophy (철학)

✓ Physics (물리학)

✓ Psychology (심리학)

✓ Public Health (공중 보건)

✓ Religious Studies (종교학)

✓ Russian Studies (러시아학)

✓ Sociology (사회학)

✓ Spanish Studies (스페인학)

✓ Statistics (통계)

✓ Studio Art (스튜디오 아트)

✓ Women’s,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여성젠더학)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 Elementary Education (초등교육)

✓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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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국제대학)

✓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Global health (지속가능 환

경과 지구건강)

•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 The Global Economy (국제 경제학)

• Global Inequality and Development (국제 불평등과 개발)

• Identity, Race, Gender, and Culture (정체성, 인종, 성과 문화)

• Justice, Ethics and Human Rights (정의, 윤리와 인권)

• Peace, Global Security, and Conflict Resolution (평화, 국제안

보와 분쟁해결)

School of Communication (신문방송대학)

✓ Communication Studies (신문방송학)

✓ Film and Media Arts (영화와 미디어 아트)

✓ Foreign Language and Communication Media (외국어와 커뮤니

케이션 미디어)

✓ Journalism (저널리즘)

✓ Public Relations and Strategic Communication (홍보와 전략적 커

뮤니케이션)

School of Public Affairs (정치행정대학)

✓ Communication, Legal Institutions, Economics, and 

Government (신문방송, 사법기관, 경제와 정부)

✓ Justice and Law (정의와 법률)

✓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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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 Programs)

Kogod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원)

✓ Accounting (MSA) (회계)

✓ Finance (MSF) (재무)

✓ Real Estate (MSRE) (부동산)

✓ Taxation (MST) (세무)

College of Arts & Sciences (예술과학대학원)

✓ Art History (MA) (미술사)

✓ Biostatistics (PSM) (생물통계학)

✓ Biotechnology (MS) (생명공학)

✓ Chemistry (MS) (화학)

✓ Computer Science (MS) (컴퓨터과학)

✓ Data Science (MS) (데이터과학)

✓ Economics (MA) (경제학)

✓ Education Policy and Leadership (교육정책과 리더십)

✓ Environmental Science (MS) (환경과학)

✓ Health Promotion Management (MS) (보건증진경영)

✓ International Economics (MA) (국제경제학)

✓ Mathematics: Information Security (MA) (수학 - 정보보안)

✓ Quantitative Analysis (PSM) (계량분석)

✓ Statistics (MS) (통계학)

✓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테솔)

School of Public Affairs (정치행정대학원)

✓ Data Science (MS) (데이터과학)

✓ Political Science (MA) (정치과학)

✓ Public Administration (MPA) (공공행정)

✓ Public Policy (MPP)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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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 대학교 (Auburn University)
패스웨이 프로그램

⚫ 2020년 미국 대학 랭킹 104위

⚫ 24년 연속 미국 공립대학 Top 50 선정 / 미국 내 최고의 공대 54위

⚫ Apple CEO Tim Cook의 모교

⚫ NASA 우주 비행사 6명, 전 케네디 우주 센터장 3명 배출



오번 대학교(Auburn University)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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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도 1856년

위치 미국 - 앨라바마(Alabama)주 - 오번(Auburn)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30,440 (유학생 4.9%)

아카데믹 총 15개 단과대학 (학부전공분야 140개 이상)

우수전공분야 공학, 경영, 교육, 간호학, 청각학, 화학, 임상심리, 컴퓨터
과학, 수학, 약학, 심리학, 사회문제, 재활상담, 언어병리학, 
수의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8월, 1월)

오번 대학교는 앨라배마주의 최고의 주립대학교로 미국 대학 순위 10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농학, 공학, 건축, 교육학 등의 순위가 높

습니다. 공학 및 비즈니스 전공 계열로는 늘 미국 내 50-6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NASA에 많은 엔지니어 및 과학자를 배출한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번 대학교의 미식축구는 Division 1 소속으로 역사상 두 번이나 전미 미식

축구 대학리그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활약이 뛰어나고 인기

도 높습니다. 

Auburn(오번)은 대학 도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늘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도서관들

은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며, 학생들이 학업뿐 만 아니라 캠퍼스 생활 부분에

서도 만족도가 높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학 Top 10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학에는 500여 개 이상의 학생클럽 및 학생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박물관

전시와 아트센터 행사 등을 포함해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오번 대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23만여 명 이상의 동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명 동문으로 Apple의 CEO인 팀 쿡(Tim Cook)이 오번 대학교에서 산업

공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Aubur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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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00 오번 대학교에 등록된 동창생 수

150+ 학부 전공 과정 수

30,000 100개국 이상에서 유학 온 외국학생, 50개주 전역에서 등
록한 미국학생 수

R1 Carnegie에서 최고 등급의 연구대학(Research 
Institution)으로 지정

2,100 Acre 캠퍼스 사이즈(약 250만평)

19:1 학생 대 교수 비율

#104 미국 대학 랭킹,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1 가장 행복한 학생들의 대학교 “Colleges with the 
Happiest Students”, Princeton Review 2020

#34 신입생 만족도 First Year Experience,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54 미국 주립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59 학부 리서치/창조 프로젝트,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69 전문가들을 위한 최고의 대학 Best Colleges for 
Veterans,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Top 100 교육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3 Supply Chain University, SCM World 2018

#6 Nationally for student engagement, Wall Street 
Journal 2016

Leading 어업 Fisheries, 수산양식 Aquaculture, 수산과학
Aquatic Science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59 미국 공학분야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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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0 저널리즘학과 국내 순위, NewsPro-RTDNA

#62 미국 경영학분야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19 미국 농업과학 분야 순위, Miche.com 2019

#9 미국 인테리어 디자인 순위, DesignIntelligence, 2018

Top 100 미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저렴한 대학, Kiplinger 2018

유명 동문 6명의 NASA 우주비행사, 3명의 케네디 우주센터
Kennedy Space Center 소장 배출



앨라바마주 오번 (Auburn, Alabama)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미국 앨라배마주 중동부의 소도시인 오번은 약 6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대학 도시이며, 온화한 기후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교육된 도시 4위, 사업과 취업에 가장 좋은 중소도시 18위, 

살기 좋은 도시로 늘 10위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오번은 자동차, 전자, 섬유산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미식축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업, 서비스업, 그리고 대학연구와 주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번과 가까운 지역에 현대 및 기아 자동차

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계

속해서 커져 가고 있으며, 십여 개 이상의 포천 500대 기업이 위치하여 인턴

십과 취업에도 유리한 도시입니다.

대도시인 애틀랜타와도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어 인턴십 및 취업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기후는 사계절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온화하며 봄, 가을이 짧고

여름에는 습하고 더운 편입니다. 



오번(Au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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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0 미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7 미국 남부 최고의 대학도시 순위, Southern Living 2017

Top 20 취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MSN’s Business Insider 
2019

#25 사업과 취업하기 가장 좋은 소도시, Forbes, 2018

기온 여름 평균기온 31℃, 가을 평균기온 25℃, 겨울 평균기온
13℃

가까운 도시 (차량 소요시간): 애틀란타 (1.5시간)

주요 기업들 현대기아차, 홈 디포 (Home Depot), UPS, 코카콜라, 아
마존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번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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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 대학교의 학부 및 석사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3.5/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입학시험(SAT, ACT, GRE, GMAT 등) 성적을 가지

고 입학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

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쉽게 오번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오번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2~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 *석사 패스웨이는 2회)



오번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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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건축, 건축/디자인&건설, 경영, 교육, 공학, 인류과학, 임업&야생동물과학, 

과학&수학, 간호학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번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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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공분야

공학, 건축, 교육, 교양, 과학&수학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번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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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Agriculture (농업대학)

✓ Agricultural Business & Economics (농업 경영경제학)

✓ Agricultural Communication (농학커뮤니케이션)

✓ Agricultural Science (농업 과학)

✓ Animal Sciences - Animal and Allied Industries Option (동물과학

- 동물과 관련산업)

✓ Animal Sciences - Equine Science Option (동물과학 - 말(馬)과학)

✓ Animal Sciences - Meat Science Option (동물과학 - 식육과학)

✓ Animal Sciences - Pre-Vet/Pre-professional Option (동물과학

- 예비 수의학/수의사 과정)

✓ Applied Biotechnology (응용 생명공학)

✓ Biosystems Engineering (생물시스템 공학 )

✓ Biosystems Engineering - Ecological Engineering Option (생물

시스템 공학 - 생태공학)

✓ Biosystems Engineering - Forest Engineering Option (생물시스

템 공학 - 산림환경공학)

✓ Environmental Science (환경 과학)

✓ Fisheries, Aquaculture, & Aquatic Sciences (어업, 수경재배와 수

생 과학 )

✓ Horticulture - Fruit & Vegetable Production Emphasis (원예학

- 과일채소경작)

✓ Horticulture - Landscape Horticulture Emphasis (원예학 - 조경

원예)

✓ Horticulture - Nursery & Greenhouse Science Emphasis (원예

학 - 경작과 온실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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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ticulture - Pre-Landscape Architecture Emphasis (5-years 

degree) (원예학 - 예비조경건축)

✓ Poultry Science - Food Science (가금류과학 - 식품과학)

✓ Poultry Science - Poultry Production (가금류과학 - 축산)

College of Architecture, Design & Construction (건축, 디자인, 건설

대학)

✓ Pre-Architecture - Summer Design (예비 건축 - 구조디자인)

✓ Architecture - Interior (건축 - 인테리어)

✓ Building Science (빌딩과학)

✓ Environmental Design (환경 디자인)

✓ Environmental Design - Pre Landscape Architecture (환경 디자

인 - 예비 조경건축)

✓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 Industrial Design (산업 디자인)

College of Education (교육대학)

✓ Agriscience Education (농업 교육)

✓ Business & Marketing Education (경영마케팅 교육)

✓ Chemistry Education (화학교육)

✓ Collaborative Teacher Education K-12 (협업교사교육)

✓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6 (어린이 특수교육)

✓ English Language Arts Education (영어예술교육)

✓ Exercise Science (운동 과학)

✓ Fitness, Conditioning, & Performance (피트니스와 건강)

✓ Foreign Language Education - French (외국어 교육 - 프랑스어)

✓ Foreign Language Education - German (외국어 교육 - 독일어)

✓ Foreign Language Education - Spanish (외국어 교육 - 스페인어)

✓ General Science Education/ Biology (일반 과학교육 - 생물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eneral Social Science Education / History (일반 사회과학교육 -

역사)

✓ Music Education/Instrumental & Vocal (음악 교육 - 악기 & 보컬)

✓ Physical Activity & Health (신체활동과 건강)

✓ Physical Education/Teacher Education (체육교육)

✓ Physics Education (물리교육)

✓ Pre-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아 교육)

✓ Pre-Elementary Education (유아교육)

✓ Rehabilitation & Disability Studies (재활과 장애)

College of Human Sciences (인문과학대학)

✓ Apparel Merchandising, Design & Production Management -

Apparel Merchandising Option (의류상품디자인과 생산관리 - 의류

판매)

✓ Apparel Merchandising, Design & Production Management -

Apparel Design & Production Management (의류상품디자인과 생

산관리 - 의류디자인과 생산관리)

✓ Hospitality Management: - Culinary Science Option (호텔경영학

- 조리과학)

✓ Hospitality Management: - Event Management Option (호텔경

영학 - 이벤트경영)

✓ Hospitality Management: - Hotel and Restaurant 

Management Option (호텔경영학 - 호텔과 레스토랑 경영)

✓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인류발달과 가족)

✓ Interior Design (인테리어 디자인)

✓ Nutrition - Nutrition Science (영양학 - 영양 과학)

✓ Nutrition - Nutrition/Dietetics (영양학 - 영양/다이어트)

✓ Nutrition - Wellness (영양학 - 건강)

✓ Philanthropy & Non-Profit Studies (자선과 비영리사업)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College of Liberal Arts (자유교양대학)

✓ Anthropology (인류학)

✓ Art (미술)

✓ Art - Studio/Fine Arts (미술 - 스튜디오 미술/순수미술)

✓ Art History (미술사)

✓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 Pre-Communication Disorders (의사소통 장애)

✓ Economics - Primary Track (경제학)

✓ Economics - Quantitative Track (경제학 - 계량경제)

✓ English - Creative Writing (영어 - 문예창작)

✓ English - Literature (영어 - 문학)

✓ English - Professional & Public Writing (영어 - 전업작가와 홍보)

✓ French (불어)

✓ French International Trade (프랑스어 국제무역)

✓ German (독일어)

✓ German International Trade (독일어 국제무역)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보건서비스행정)

✓ History (역사)

✓ Journalism (저널리즘)

✓ Law & Justice (법과 정의)

✓ Media Studies (미디어학)

✓ Media Studies - Visual Media (미디어학 - 시각미디어)

✓ Music (음악)

✓ Music Performance - Instrumental & Vocal (음악 공연 - 기악과

성악)

✓ Music Performance - Piano (음악 - 피아노)

✓ Music Performance - Voice (음악 - 성악)

✓ Neuroscience (신경 과학)

✓ Philosophy (철학)

✓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Public Relations (홍보학)

✓ Psychology (심리학)

✓ Spanish (스페인어)

✓ Spanish International Trade (스페인어 국제무역)

✓ Social Work (사회복지학)

✓ Sociology (사회학)

✓ Theatre (연극학)

✓ Theatre - Design/Technology (연극 - 무대디자인/기술)

✓ Theatre - Music Theatre (연극 - 음악 무대)

✓ Theatre - Performance (연극 - 공연)

✓ Theatre - Production & Management (연극 - 제작)

College of Sciences & Mathematics (수학과학대학)

✓ Applied Mathematics (응용 수학)

✓ Actuarial Science (보험 계리학)

✓ Applied Discrete Mathematics (응용 이산 수학)

✓ Biochemistry (생화학)

✓ Biomedical Sciences (의생명 과학)

✓ Chemistry, BA/BS (화학, BA/BS)

✓ Geography (지리학)

✓ Geology (지질학)

✓ Geology— Earth System Science Option (지질학 - 지구 시스템 과

학)

✓ Laboratory Sciences (임상실험과학)

✓ Marine Biology (해양 생물학)

✓ Mathematics (수학)

✓ Microbial, Cellular & Molecular Biology - Microbiology Option 

(미생물, 세포, 분자생물학 - 미생물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Microbial, Cellular & Molecular Biology - Cell & Molecular 

Biology Option (미생물, 세포, 분자생물학 - 세포와 분자생물학)

✓ Organismal Biology - Conservation & Biodiversity Option (유기

생물학 - 자연보존과 생물다양성)

✓ Organismal Biology - Ecology, Evolution & Behavior Option 

(유기생물학 - 생태와 진화)

✓ Organismal Biology - Integrative Biology Option (유기생물학 -

통합 생물학)

✓ Physics (물리학)

Harbert College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ancy (회계)

✓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usiness Analytics (경영분석)

✓ Finance (재무)

✓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정보 시스템 관리)

✓ Management (경영관리)

✓ Marketing (마케팅)

✓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School of Forestry & Wildlife Sciences (임산과 야생과학대학)

✓ Forestry (임산학)

✓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Informatics (지리공간과 환경정보)

✓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Forestry (천연자원 관리 임산학)

✓ Wildlife Ecology & Management (야생생태계 관리)

✓ Wildlife Enterprise Management (야생생물 기업경영)

School of Nursing (간호대학)

✓ Nursing - Traditional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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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 Ginn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

✓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공학)

✓ Biosystems Engineering (생물시스템공학)

✓ Biosystems Engineering - Ecological Engineering Option (생물

시스템공학 - 생태공학)

✓ Biosystems Engineering - Forest Engineering Option (생물시스

템공학 - 임산공학)

✓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산업 시스템 공학)

✓ Materials Engineering (재료 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공학)

✓ Wireless Engineering - Hardware (무선 엔지니어링 - 하드웨어)

✓ Wireless Engineering - Software (무선 엔지니어링 - 소프트웨어)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 Degree)

College of Education (교육학대학원)

✓ Education: Agriscience Education (MS) (농업과학교육)

✓ Education: Business/Marketing (MS) (비즈니스/마케팅 교육)

✓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MS) (유아 교육)

✓ Education: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테솔)

✓ Education: General Science Education (MS) (일반과학교육)

✓ Music Education: Instrumental or Vocal (MS) (음악교육 - 기악 또

는 보컬)

✓ Education: Reading Education (MS) (독서교육)

✓ Education: Spanish OR French Education (Non-cert) (스페인어

또는 프랑스어 교육)

Samuel Ginn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원)

✓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공학)

✓ Biosystems Engineering (생물시스템공학)

✓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컴퓨터 과학과 소프

트웨어 공학)

✓ Cybersecurity Engineering (사이버보안공학)

✓ Data Science & Engineering - Data Engineering Option (데이터

과학공학 - 데이터공학)

✓ Materials Engineering (Non-thesis) (재료 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Non-thesis) (기계 공학)

✓ Polymer & Fiber Engineering (Non-thesis) (고분자 및 섬유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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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자유교양대학원)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 Master of Community Planning (지역사회계획학)

College of Sciences and Mathematics (수학과학대학원)

✓ Applied Mathematics (응용수학 )

✓ Data Science & Engineering - Data Science (데이터 과학공학 -

데이터 과학)

✓ Mathematics (수학)

✓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과 통계학)

✓ Statistics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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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 몽고메리 대학교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 명문 공립대학교 순위 33위

⚫ 사회적 유동성 부분의 탑 퍼포먼스 순위 73위

⚫ 미국 남부지역 전체 대학 중 79위

⚫ 미국 내 학부 최고 경영대학 프로그램 224위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967년

위치 미국 - 알라바마(Alabama)주 - 몽고메리
(Montgomery)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5,211명 (유학생 4.9%)

아카데믹 총 5개 단과대학

우수전공분야 경영, 경영관리, 마케팅, 경영정보, 컴퓨터정보공학, 교육
학, 조경학, 레저학과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AUM))는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지역에 위치한 주립대학교로 오번 대학교

(Auburn University)의 분교입니다. 본 대학에서는 경영학, 간호보건학, 교

육학, 인문학, 공공행정사법학 등 총 5개의 단과 대학에서 90개 이상의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UM의 경영 대학은 Montgomery 지역에 있는

유일한 AACSB 공인학교이며 국제적으로 상위1% 에 속하는 경영대학입니

다.

오번 몽고메리는 소규모 클래스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업 집중도가

높으며 실무위주의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이상

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렴한 학비와 기숙사 비용은 이 대학의 큰 장점입니다.

60개 이상의 학생단체 및 클럽이 있으며 89%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



다. 또한 United Warhawk Ambassadors 제도를 통해 유학생들이 입학

후 첫 2개월 동안 낯선 대학 생활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AUM 학생과 친

구를 맺어주고 있으며, 대학의 Learning 센터에서는 개별덕인 도움이 필요

한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학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33 2020 미국 명문 공립학교 순위

#88 2020 학부 신입생들이 뽑은 최고의 대학

1% 전세계 1%내 경영대학 프로그램 (적은 학생수, 상호관계
적 환경 수업)

#1 남동부 지역 최고 대학 1위 (Princeton Review)

#33 남부지역 대학랭킹, U.S. News & World Report, 2020

#22 학부 강의가 가장 좋은 대학, U.S. News & World 
Report, 2020

5,211명 재학생 수 (유학생: 4.9%)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Montgomery, Alabama)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몽고메리는 미국 앨라배마주 중부에 위치한 주의 수도로, 미국에서 가장 역사

가 길고 도시 규모가 큰 역사 도시로 손꼽힙니다. 도시의 인구 수는 약 23만명

정도입니다. 몽고메리는 현대자동차가 최초의 미국 내 자동차 생산기지이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공장으로 자리잡아 한인사회가 발달되

어 있습니다. 도시 내에 한국 슈퍼마켓과 식당들이 있고 한인 미용실도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기후는 1월 평균 13°C, 6월 평균 31°C, 10월 평균 25°C으로 봄과 가을이

짧으며 여름이 더운 편입니다. 차량으로 가면 애틀란타까지는 2시간 30분, 

플로리다는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어 학업생활과 여가를 동시에 즐기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또한, 각종 음악회, 예술 공연, 와인 페스티벌, 디너 크루즈, 

장터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열리기 때문에 친구들과 미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Montgomery)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인구 198,218명

#34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 Niche 2019

미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The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2018

미국에서 가장 유서깊은 도시, USA Today Reader's Choice 2014

기온 여름 평균 33.4°C, 겨울 평균 14.1°C

인근도시 애틀란타 - 차량으로 2.5시간
뉴올리언즈 - 차량으로 5시간
마이애미 - 항공으로 2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하려면 우수한 학교성적과 영

어성적, 학위과정에 따른 입학시험 (SAT, GRE, GMAT 등)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

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쉽게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0/4.0 = 인문계 고등학교 6.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경영학, 마케팅, 간호학, 심리학, 생명과학, 교육 등 (해당전공분야의 세부전

공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번 몽고메리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Education (교육대학)

✓ Elementary Education/ Childhood Education(P-6) (초등교육/ 

유아교육(유아~6학년))

✓ Physical Education(P-12) - Kinesiology (체육학- 신체운동학 (유

아~12학년))

✓ Secondary Education/ General Science (중등교육/ 일반과학)

✓ Secondary Education / English Language Arts (중등교육/영어)

✓ Secondary Education /Mathematics (중등교육/수학)

✓ Secondary Education /Physical Science (중등교육/ 물리과학)

✓ Secondary Education /History/ Social Sciences (중등교육/ 역사/ 

사회과학)

✓ Special Education - Collaborative Teacher (K-6) and 

Elementary Education (Dual) (특수교육/ 초등교육(K-6학년) 협업

교사)

✓ Special Education- Collaborative Teacher (6-12) (특수교육/ 중

등교육 협업교사)

✓ Special Educati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 유아 특수교육)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인문사회과학대학)

✓ World Languages & Cultures - Chinese and East Asian Studies 

(중국어와 동아시아학)

✓ Communication - Journalism (언론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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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 - Public Relations (언론 -언론학)

✓ Communication - Theater (언론 - 영상학)

✓ Communication Disorders (의사소통장애)

✓ English (영어)

✓ World Language & Cultures - Francophone Studies (프랑스어권

지역학)

✓ German Studies (독일학)

✓ Hispanic Studies (히스패닉학)

✓ History (역사학)

✓ Interdisciplinary Studies (다원학)

✓ Interdisciplinary Studies -Religious Studies (다원학 - 종교학)

✓ Organizational Leadership (조직 리더십)

✓ Spanish (스페인어)

✓ Art - Ceramics (예술 - 도예)

✓ Art - Graphic Design (예술 - 그래픽 디자인)

✓ Art - Painting & Drawing (예술 - 회화소묘)

✓ Art - Photography (예술 - 사진)

✓ Art - Sculpture (예술 - 조각)

✓ Fine Arts - Art History (순수 미술 - 미술사)

✓ Fine Arts - Visual Art (순수 미술 - 시각예술)

✓ Theatre (연극)

✓ Justice & Public Safety - Criminal Justice (정의와 공공안전 - 형사

행정학)

✓ Justice & Public Safety - Legal Studies (정의와 공공안전 - 법학)

✓ Anthropology (인류학)

✓ Geography (지리학)

✓ Sociology (사회학)

✓ Sociology / Pre-Social Work (사회학/ 예비 사회복지 과정)

✓ Sociology / Marriage and Family (사회학/ 결혼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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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경영대학)

✓ Management (경영학)

✓ Marketing (마케팅)

✓ Accounting (회계)

✓ Business (경영학)

✓ Economics (경제학)

✓ Economics - International & Commerce - Political Economics 

(경제학 - 외교통상 - 정치경제학)

✓ Economic - Political Economy (경제학 - 정치경제학)

✓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 Finance (재무)

✓ Human Resources Mgmt (인사관리)

✓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

✓ World Language & Cultures -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간호보건대학)

✓ Nursing (간호학)

✓ Nursing /Pre (간호학 예비과정)

✓ Nursing EARN, for Professional RNS (간호학/ 등록간호사)

College of Sciences (자연과학대학)

✓ Biology (생물학)

✓ Biology - Public Health and Microbiology (생물학 - 공중보건과 미

생물)

✓ Biology - Molecular (생물학 - 분자)

✓ Biology - Health Science (생물학 - 건강과학)

✓ Chemistry (화학)

✓ Chemistry - Health Science (화학 - 건강과학)

✓ Chemistry - Professional (화학 - 화학전공)

✓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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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Biology (환경과학 - 환

경생물학)

✓ Environmental Science - GIS (환경과학 - GIS)

✓ Environmental Science -Health & Toxicology (환경과학 - 건강과

독성)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지리정보시스템)

✓ Information Systems- Applications (정보시스템 - 어플리케이션)

✓ Information Systems - Infrastructure (정보시스템 - 기초 구조)

✓ Kinesiology (Non-Cert) - Exercise Science (신체 운동학 - 운동과

학)

✓ Kinesiology (Non-Cert) - Sport Management (신체 운동학 - 스

포츠 경영)

✓ Mathmatics/ Pre-Engineering (수학/ 공학 예비과정)

✓ Mathmatics/ Traditional Math (수학/ 전통 수학)

✓ Medical Laboratory Science (임상병리학)

✓ Psychology (심리학)

✓ Sociology (사회학)

✓ Sociology - Marriage & Family (사회학- 결혼과 가정)

✓ Sociology - Social Work (사회학- 사회복지)

✓ Sociology /Anthropology (사회학- 인류학)

✓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

석사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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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국제 대학교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IU)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교

⚫ 마이애미 주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주립대학교

⚫ 최우수 경영대학 운영, 국제경영전공 2위 선정

⚫ Top Performers on Social Mobility 12위

⚫ 세계 유일의 수중 해양생물학 과정 제공

⚫ 졸업생 취업률 미국 내 8위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IU)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965년

위치 미국 - 플로리다(Florida)주 - 마이애미(Miami)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58,064명 (유학생 6.3%)

아카데믹 총 11개 단과대학 (200개 이상의 전공분야)

우수전공분야 국제경영, 호텔경영, 마케팅, 회계학, 부동산학, 건축/인테
리어, 심리학, 해양생물학, 식품영양학, 환경공학, 간호학, 
건강관리경영, 작업치료, 사회문제, 사회복지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8월, 1월)

마이애미 인근, 대학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는 유니버시티 파크 (University 

Park) 지역에 위치한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는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캠퍼스

를 지닌 마이애미의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주립대학교입니다. 

FIU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는 마이애미의 유일한 연구중

심대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경영학, 호텔경영학, 마케팅 전공은 미국

내에서도 20위권에 이르며, 특히 국제경영학의 경우 미국 내 2위, 마케팅은

7위에 랭크 되어 있는 등 경영학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대학교입니다. 따라

서 Business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미국 내 8위에 오를 정도로 취업에

강한 대학교이며, 전세계 22만명이 넘는 졸업생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긴밀

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건축/인테리어 전공이 유명합니다. 약 57,000명의 학생들이 공부

하는 캠퍼스는 최신식 첨단 대학시설을 자랑하며, 마이애미 다운타운까지도



30분 이내로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FIU 학생들이 교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할 만큼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있으며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220,000 전 세계 동문들

57,000 재학생 수, 대학원생 9,000명 포함

201 학사/석사/박사 등 개설된 학위과정 개수

25 평균 클래스 사이즈

#2 미국 국제경영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19

#7 미국 마케팅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19

Top 10 지난 10년간 유지된 미국 국제경영학 분야 학부 순위

Top 100 미국 주립대학교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19

#12 Top Performers on Social Mobility, U.S News & 
World Report 

#63 가장 혁신적인 대학, U.S News & World Report 

Top 가장 많은 수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배출 (2015~16). 현재까
지 85명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배출

#1 가장 많은 히스패닉 학사, 석사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교

#2 플로리다 주 대학 랭킹, Florida Board of Governors 2018 
performance scores

유일 세계 유일의 수중 해양생물연구소, The Aquarius Reef 
Base (물병자리 산호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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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남동부 지역 호텔경영학 순위, QS World University 
Ranking 2019

Top 100 미국 주립대학들 대상 24개의 전공들의 순위

Top 15 미국 주립대학들 대상 특허획득 순위, National Academy 
of Inventors and IP Owners 2018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Miami, Florida)

마이애미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휴양 및 여행도시로 연간 평

균 기온이 24도, 한 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17-18℃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

다. 1년 내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댄스, 영화, 패션, 요리 등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이며, 지역의 레스토랑들은 모두 매우 이국적이며 다양합니다.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의 중심지인 마이애미는 세계 3대 크루즈 선사(Carnival, 

Royal Caribbean, NCL)의 본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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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메리칸 항공사, 베스트 밸류인(American’s Best Value Inns), 버거

킹(Burger King), 디아지오(Diageo), 카니발 크루즈(Carnival Cruise 

Lines), 클럽메드(Club Med), 힐튼(Hilton International), 프라프트 푸

드(Fraft Foods), 메리어트(Marriott International), 노르웨이 크루즈

(Norwegian Cruise Lines),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 서던와인앤 스

피릿(Southern Wine & Spirits)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

습니다. 

휴양의 도시답게 마이애미에서는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 FIU는 마이애

미 다운타운까지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기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플로리다 최고의 푸드 페스티벌

중 하나인 SOBEWFF(The Food Network & Cooking Channel South 

Beach Wine & Food Festival)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 미식가, 관련 기업

(와인 등)들이 참여하는 4일간의 축제입니다. FIU 호텔 경영학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120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인 FIU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운영

하며 물류 작업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400여명 이상의 유명 쉐프들과

함께 95개 이상 열리는 행사들을 통해 이론이 아닌 현장 실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이애미(Mi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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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다국적 기업 수, 메리어트, 로얄 캐리비언, 아메리칸 항공
등

인구 470,914명

Top 20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도시 America's 20 Coolest 
Cities, Forbes 2017

800+ 공원, 16개의 해수욕장

5.5M 광역 마이애미에 약 550만명 거주, 히스패닉과 남미계
70%

기후 여름 평균기온: 32.7°C 겨울 평균기온: 24.7°C

인근도시 올랜도 - 차량으로 4시간
애틀랜타 - 항공으로 2시간
뉴욕 - 항공으로 3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대학

교 입학시험인 SAT 또는 ACT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

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글로벌 전형 1학년 과정 Global First Year (G1Y)”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8/4.0 = 인문계 고등학교 4.5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STEM 분야 & 컴퓨터 사이언스, 경영/재무 & 경제, 사회과학 & 인문학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 + 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 + 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STEM Field & Computer Science STEM (분야와 컴퓨터과학)

✓ Biochemistry (생화학)

✓ Biology (생물학)

✓ Biomedical Engineering (생의학공학)

✓ Chemistry (화학)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Dietetics and Nutrition (영양과 다이어트)

✓ Earth Sciences (지구 과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 공학)

✓ Geosciences (지질학)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학)

✓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 Marine Biology (해양 생물학)

✓ Mathematics/Statistics (수학/통계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 Physics (물리학)

✓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 (지속가능성과 환경)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Business, Finance & Economics (경영, 재무, 경제학)

✓ Accounting (회계학)

✓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usiness Analytics (경영분석)

✓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관리)

✓ Economics (경제학)

✓ Finance (재무학)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보건 서비스 행정학)

✓ Hospitality Administration/Management (호텔경영)

✓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사관리)

✓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학)

✓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물류 및 공급망 관리)

✓ Management (경영 관리학 )

✓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시스템)

✓ Marketing (마케팅)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Real Estate (부동산학)

✓ Recreation and Sports Management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경영)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인문사회과학)

✓ Anthropology/Sociology (인류학/사회학)

✓ Art History (미술사)

✓ Asian Studies (아시아학)

✓ Broadcast Media (방송미디어)

✓ Communication Arts (커뮤니케이션예술)

✓ Criminal Justice (형사정책학)

✓ Crime Science (범죄과학)

✓ Digital Communications & Media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 English (영어)

✓ French (불어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eography (지리학)

✓ History (역사)

✓ Interdisciplinary Studies (다원학)

✓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관계학)

✓ Journalism (저널리즘)

✓ Liberal Studies (일반 교양)

✓ Philosophy (철학)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Portuguese (포르투갈어)

✓ Public Relations, Advertising, Applied Communications (홍보, 

광고와 응용 커뮤니케이션학)

✓ Religious Studies (종교학)

✓ Social Work (사회 복지학)

✓ Sociology (사회학)

✓ Spanish (스페인어)

✓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Fitness Studies (체육: 스포츠와

피트니스)

✓ Women’s and Gender Studies (여성젠더학)

석사과정 - 없음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캔자스 대학교 (University of Kansas, KU)
패스웨이 프로그램

⚫ 캔자스 주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중심 주립대학

⚫ 학술 연구와 교육에 강한 AAU*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회원교

⚫ 2020 미국 내 130위, Top Public Schools 59위

⚫ 도시 관리 및 도시 정책 & 특수 교육 미국 내 1위

⚫ 2020년 미국 최고 공과대학 운영 학교 83위 (* AAU: 미국 총 60개 대

학 & 캐나다 2개 대학)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KU)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66년

위치 미국 - 캔자스(Kansas)주 - 로렌스(Lawrence)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27,690명 (유학생 5.7%)

아카데믹 총 15개 단과대학 (370개 이상의 전공분야)

우수전공분야 공학, 특수교육, 교육, 법학, 의학, 간호학, 청각학, 생물학, 
화학, 임상심리, 컴퓨터 사이언스, 지구과학, 경제학, 영문
학, 순수예술, 보건경영, 역사, 수학, 작업치료, 약학, 물리
치료, 물리학, 정치과학, 심리학, 사회문제, 도시관리&도
시정책, 사회복지, 사회학, 언어병리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8월, 1월)

캔자스 대학교는 캔자스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자, 캔자스주의 플래그

쉽 대학(Flagship University)으로 캔자스주 최고의 명문 주립대학교 입니

다. 교직원의 93% 이상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학구적인 색채가 강

한 대학교로, 특히 학술 연구와 교육에 강한 연구중심 대학들의 모임인 AAU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미국 60개 회원교들 중의 하

나입니다. 

캔자스 대학교는 다수의 전공들이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특히, 도시경영, 공공행정, 특수 교육학은 미국 내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

지합니다. 비즈니스 전공은 미국 내 60위권, 공학 계열 전공은 70위권이며,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을 비롯한 전세계의 유명 기업의 CEO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넓은 부지의 캠퍼스는 학생들이 4년 동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

의시설 및 기숙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Pride - Kansas University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5 사업과 취업을 위한 가장 좋은 소도시

30 KU 리서치센터에 운영되는 스타트업 회사들

#4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TEM 센터, Forbes, 2018

1 of 34 연구중심 주립대학들로 구성된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34개 회원교중의 하나

19 단과대학들

190+ 전공 학위들

90% 졸업 후 6개월 내 취업률

#130 미국 대학교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59 미국 주립대학교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Top 10 미국 최고의 건축디자인 대학, Azure Magazine, 2018

Top 17 세계 최고의 건축디자인 대학, Azure Magazine, 2018

#20 미국 약학대학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19

#83 미국 공학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12 미국 석유공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45 미국 우주항공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75 미국 생물과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72 미국 전자공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75 미국 화학공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66 미국 경영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1 미국 도시관리와 정책, 특수교육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50 미국 심리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36 미국 사회복지학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69 미국 순수미술 분야 학부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137 KU 특허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

6 미국 디베이트 대회 우승횟수

7 퓰리처상 수상동문

4 NASA 우주비행사 동문

1 노별경제학상 수상 동문

1 노벨평화상 수상 동문

Partner Ford, Google, Cerner, Deloitte, Amazon, Sprint

Some 세계적으로 유명한 졸업생
• Brian McClendon (former VP at Google Earth 

and at Uber)
• B.J. Yang (CEO, Hyundai Energy Resources Co.)
• Juan Manuel Santos (President of Colombia, 

2016 Nobel Peace Prize Laureate)
• Linda Cook (former CEO, Shell Gas & Power)



캔자스주 로렌스 (Lawrence, Kansas)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미국 대륙의 정 중앙에 위치하는 캔자스는 네브래스카, 미주리, 오클라호마, 

콜로라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KU가 위치한 로렌스는 캔자스주 최대 도시인

캔자스 시티에서 차로 서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도시입니다. 

로렌스는 전체 인구 10만여명 중 학생이 3만명을 차지하며, 미국 내 Top 10 

대학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소를 가까이서 구경하고, 목장의 일일 카우보이를 체험하는 산타페 트레일

의 역마차 정거장을 방문하는 것외에도 캔자스주에는 볼 거리와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미국에서 톨그래스 대초원이 가장 넓게 펼쳐진 캔자스주에

는 탁 트인 넓은 평원과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국제도시 캔자스

시티, 대학 도시인 맨해튼과 로렌스, 매력적인 도지 시티와 설라이나를 비롯

해 주 어디를 가든지 각양각색의 관광명소가 줄지어 있습니다. 

생생한 카우보이 문화를 경험하려는 도지 시티의 부트힐 박물관 방문객들은



로렌스(Lawrence)
#4 미국 최고의 대학도시 순위, Livability.com, 2018

#6 미국에서 자전거 타기에 가장 좋은 도시 순위, PeopleForBikes, 2019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캔자스 시 차로 45분 거리

시내 교통 무료 시내버스 운영

기후 겨울 평균기온 -2.0°C, 여름 평균기온 32°C

주변도시(항공시간) 시카고 - 항공으로 1.5시간
뉴욕 - 항공으로 3시간
휴스턴 - 항공으로 2시간
올랜도 - 항공으로 2.5시간

다이아몬드 W 척웨곤 서퍼에서 미국 카우보이를 추억합니다. 애빌린의 디킨

슨카운티 헤리티지센터 등 관광명소뿐 아니라 하이킹, 자전거, 낚시, 조류 관

찰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공원 3개 즉

위치타 근처의 체니 주립공원, 스콧시티 근처의 스콧 주립공원과 맨해튼 근처

의 터틀크릭 주립공원은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명소들입니

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캔자스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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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과정에

따른 입학시험(SAT, ACT 등)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

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캔

자스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캔자스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캔자스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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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건축, 예술, 경영, 디자인, 교육, 공학, 보건전문, 건강/스포츠/운동과학, 인문

&국제연구, 저널리즘&대중매체, 법학(Pre-Law), 의학(Pre-Med), 음악, 

자연과학&수학, 간호학, 약학, 사회문제&행정, 사회&행동과학, 사회복지

등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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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Liberal Arts & Sciences (자유교양과학대학)

✓ African & African-American Studies (아프리카와 아프리카계 미국

학)

✓ American Studies (미국학)

✓ Anthropology (인류학)

✓ Applied Behavioral Science (응용 행동 과학)

✓ Astronomy (천문학)

✓ Atmospheric Science (대기과학)

✓ Behavioral neuroscience (행동 신경 과학)

✓ Biotechnology (생명 공학)

✓ Biochemistry (생화학)

✓ Chemistry (화학)

✓ Classical Languages (고전 언어)

✓ Communication Studies (커뮤니케이션학)

✓ Economics (경제학)

✓ English (영어)

✓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

✓ European Studies (유럽학)

✓ Geography (지리학)

✓ Geology (지질학)

✓ Global & International Studies (글로벌국제학)

✓ History (역사)

✓ History of Art (미술사)

✓ Human Sexuality (인간과 성)

✓ Humanities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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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wish Studies (유대학)

✓ Latin American & Caribbean Studies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학)

✓ Liberal Arts & Sciences (자유교양과 과학)

✓ Linguistics (언어학)

✓ Literature, Language & Writing (문학, 언어와 창작)

✓ Mathematics (수학)

✓ Philosophy (철학)

✓ Physics (물리학)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Prelaw (예비 법학과정)

✓ Premedical professional (예비 의학과정)

✓ Psychology (심리학)

✓ Religious Studies (종교학)

✓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러시아, 동유럽 및 유

라시아학)

✓ Sociology (사회학)

✓ Speech-language-hearing: Sciences & Disorders (언어장애과학

(말하기와 듣기))

✓ Women, Gender & Sexuality Studies (여성젠더학)

School of Languages, Literatures & Cultures (어문문화대학)

✓ East Asian Languages & Culture (동 아시아 언어와 문화)

✓ French (불어)

✓ German Studies (독일학)

✓ Slavic Languages & Literatures (슬라브언어와 문학)

✓ Spanish (스페인어)

School of Public Affairs & Administration (행정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공공행정학)

✓ Law & Society (법률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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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the Arts (예술대학)

✓ Dance (무용)

✓ Film & Media Studies (영화와 미디어)

✓ Theatre (연극학)

✓ Theatre design (연극디자인)

✓ Visual Art (시각예술)

• Ceramics (세라믹)

• General (일반)

• Metalsmithing/Jewelry (금속세공/보석세공)

• Textile/Fibers (직물/섬유)

✓ Visual Art Education (시각예술교육)

School of Architecture & Design (건축디자인대학)

✓ Architectural Studies (건축학)

✓ Architecture (건축학)

✓ Design (디자인)

• Industrial (산업디자인)

• Illustration & Animation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 Photo Media (사진)

• Interior Design (인테리어 디자인)

•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

✓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Finance (재무)

✓ Information Systems (정보시스템)

✓ Management & Leadership (경영과 리더십)

✓ Marketing (마케팅)

✓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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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 Unified Early Childhood (유아교육)

✓ Elementary Education (초등교육)

✓ Foreign Languages (외국어교육)

✓ Community Health (공중 보건)

✓ Athletic Training (체육훈련)

✓ Exercise Science (운동 과학)

✓ Health & Physical Education Teacher Licensure (보건체육 교사

자격증)

✓ Sport Management (스포츠경영)

School of Engineering (공과대학)

✓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공학)

✓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 공학)

✓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Engineering Physics (공학물리)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 Interdisciplinary computing (다원컴퓨팅)

✓ Astronomy (천문학)

✓ Biology (생물학)

✓ Chemistry (화학)

✓ Geography (지리학)

✓ Physics (물리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 Biomechanical (생체 역학)

✓ Petroleum Engineering (석유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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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Health Professions (보건대학)

✓ Clinical Laboratory Science (임상실험과학)

✓ Molecular biosciences (분자생물과학)

✓ Respiratory Care (호흡기 관리)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신문방송대학)

✓ News & Information (뉴스와 정보)

✓ Strategic Communication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School of Music (음악대학 )

✓ Jazz Studies (재즈)

✓ Musicology (음악학)

✓ Music theory (음악이론)

✓ Piano (피아노)

✓ Organ (오르간)

✓ Orchestral Instruments (오케스트라 악기)

✓ Music composition (작곡)

✓ Music education (음악 교육)

✓ Double bass (더블 베이스)

✓ Harp (하프)

✓ Organ & Church Music (오르간과 교회음악)

✓ Piano (피아노)

✓ Strings & Harp (현악기와 하프)

✓ Viola (비올라)

✓ Violin (바이올린)

✓ Violoncello (바일론셀로)

✓ Music Therapy (음악 치료)

✓ Theatre & Voice (연극과 성악)

✓ Voice (성악)

✓ Bassoon (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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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net (클라리넷)

✓ Euphonium (유포니움)

✓ Flute (플룻)

✓ French Horn (프렌치 호른)

✓ Oboe (오보에)

✓ Percussion (타악기)

✓ Saxophone (색소폰)

✓ Trombone (트럼본)

✓ Trumpet (트럼펫)

✓ Tuba (튜바)

School of Nursing (간호대학)

✓ Nursing (간호학)

School of Pharmacy (약학대학)

✓ Pharmacy (약학)

✓ Doctor of Pharmacy (약학 박사)

School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석사과정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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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Louisiana State University)

패스웨이 프로그램

⚫ 루이지애나주 최고의 주립대학교

⚫ 2020 미국 전체 대학교 순위 153위

⚫ 미국 최고 공립대학 순위 72위

⚫ 조경학 미국 내 1위, 석유 및 유전공학 분야 미국 내 Top 7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Louisiana State University, LSU)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60년

위치 미국 - 루이지애나(Louisiana)주 - 배턴 루지(Baton 
Rouge)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30,985명 (유학생 1.9%)

아카데믹 총 11개 단과대학 (전공분야 250여개 이상)

우수전공분야 석유공학, 기타 공학계열, 조경건축, 지리학, 경영, 법학, 화
학, 임상심리, 지구과학, 경제학, 영문학, 순수예술(도예), 
역사, 도서관&정보학, 수학, 물리학, 정치학, 사회문제, 사
회복지, 사회학, 언어병리학, 수의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LSU는 루이지애나주의 수도 배턴루지(Baton Rouge)에 위치한 대표 주립

대학교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최고의 주립대학교인만큼, 정부에서 가장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과도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정부가 22개의 대학에만 인정한 Land-grant, Sea-grant, 

Space-grant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루이지애나의 토지, 바다, 우주 개발

분야에 우수한 대학임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LSU 학생들은 Business, Engineering, Law school 그리고 다

양한 분야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석유/유전 공학과는 미국 내 7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화학(공)학과, 농업, 생물학, 생명공학이 유명합니다. 또한

조경 건축학과(미국 내 1위) 및 지리학과로도 유명한데, 이 분야에서 상당수

의 한국 교수들이 LSU 출신입니다. 



LSU는 스포츠 및 교내 시설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교내 체육시설, 도서

관, 기숙사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생 및 교수

님으로부터 많은 인턴십 추천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굴지의 기업들

에의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Louisiana State University

30,800 총 학생 수

330 전공학위 수

16 Division 1, 학생 스포츠팀 수

$4.7억 미국 연방정부의 LSU 연구지원비

#153 미국 전채대학교 순위

#72 미국 주립대학교 순위

#1 미국 조경건축학 분야 학부 순위, Design Intelligence, 
2018

Top 100 미국 주립대 공대 순위

Top 100 LSU 경영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7

1 of 22 토지와 바다와 영공을 보유한 대학

Top 1% 연구중심 대학들 순위

#11 연극영화학 분야 순위, Onstage, 2018

#44/#88 가장 가치있는 주립/전국대학들 순위, Forbes 2018

#7 미국 석유공학 분야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200+ LSU 졸업생 채용 기업 수

89% 졸업 후 6개월 이내 LSU 공대생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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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 LSU 공대생 평균 초임

채용기업들 DreamWorks Animation, Gerber, IBM, Kraft, 
Nestlé, Nike, Ralph Lauren, HALLIBURTON, 
EXXONMOBIL and Shell 

More 타 대학 졸업생보다 연평균 1.5만불 이상 수입, PayScale, 
2019

초임 미국에서 최고의 초임 연봉 - LSU 공대졸업생, Graduate 
Student Survey, 2015-2016

$51억 LSU 경영대학의 루이지애나주 경제기여 효과, The 
Economics & Policy Research Group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 (Baton Rouge, Loui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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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배턴 루지는 인구 30만 명이 거주하는 중간

규모의 도시이자 루이지애나의 주도입니다. 1909년에 정유소가 설립되면서

공업이 발전하였고 유전, 천연가스 등의 원료를 수송하는 해상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프랑스계 주민이 많이 이주하여 미국에

서 프랑스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재즈가 탄생한 곳

입니다.

루이지애나는 다양한 문화와 여러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발전했습니다. 루

이지애나 주민들은 프랑스, 스페인, 아이티, 캐나다 프랑스 지역, 카리브해, 

아프리카, 베트남 등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루이지애나주 헌법은 '

각 개인의 역사, 언어 및 문화적 기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 1/3이 프랑스 계열로 영어와 불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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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와 한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

나기에도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페스티벌들이 열리는데 블루스 페스

티벌, Zapp’s 세계맥주 페스티벌, 잠발라야 페스티벌, Soul Food 페스티벌, 

로데오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기후는 봄 18-29℃, 여

름 22-33℃, 가을 11-23℃, 겨울 8-20℃로 연중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베턴 루지(Baton Ro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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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루이지애나주의 수도

인구 80만명 (광역 배터 루지)

900+/180+ 레스토랑/공원

#108 취업자 수 증가 도시 순위

$80억 루이지애나주 수출액, REACH. go to China.

#11 20대가 살기좋은 최고의 도시, Life Storage, 2018

#4 가장 질높은 삶의 도시, Business Facilities, 2016

#10 4년 연속 우수 디지털 시티,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13 신규 대학졸업생이 살기 좋은 도시, Money Magazine, 
2017

#8 미국에서 가장 다변화된 경제도시, Emsi, 2018

#2 가장 연봉이 많이 오르는 도시, CNBC, 2018

인근도시 뉴올리언즈(1시간)

기온 봄 18-29℃, 여름 22-33℃, 가을 11-23℃, 겨울 8-
20℃로 연중 온화

뉴올리언 명소 문화, 음식, 관광, 음악의 도시, 재즈와 마디그라(Mardi 
Gras)의 고향, 수천여 행사들

#1 방문해야 하는 도시 세계 랭킹, New York Times, 2018

Best 미 북부와 남부의 Best Food의 도시, TripAdvisor

Best 세계 최고의 도시들 중의 하나, Travel + Leisure, 2018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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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대학

교 입학시험인 SAT 또는 ACT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

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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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농업, 예술&디자인, 경영, 해안&환경, 공학, 인류과학&교육, 인문&사회과

학, 대중매체, 음악&드라마예술, 예비과정(Pre-med, Pre-dentistry, 

Pre-nursing 등)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Agriculture (농업대학)

✓ Agricultural Business - Agribusiness Finance (농업경영 - 농업재

무)

✓ Agricultural Business - Food Industry Management (농업경영 -

식품산업관리)

✓ Agricultural Business - International Business (농업경영 - 국제

경영)

✓ Agricultural Business - Rural Development (농업경영 - 농촌개발)

✓ Agricultural Business (농업경영)

✓ Agricultural Education (Grades 6-12) -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농업교육(6~12학년) -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 Agricultural Education (Grades 6-12) - Teaching and Learning 

(농업교육(6~12학년) - 교육과 학습)

✓ Agriculture & Extension Education - Extension and Non-

formal Education (농업과 평생교육 - 평생 비정규교육)

✓ Agriculture & Extension Education - Teaching in Formal 

Education (농업과 평생교육 - 정규교육)

✓ Animal Sciences (동물과학)

✓ Animal, Dairy, and Poultry Science - Animal Science (동물, 낙농, 

축산과학 - 동물과학)

✓ Animal, Dairy, and Poultry Science - Dairy Foods Technology 

(동물, 낙농, 축산과학 - 낙농식품과학)

✓ Animal, Dairy, and Poultry Science - Dairy Production (동물, 낙

농, 축산과학 - 낙농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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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 Dairy, and Poultry Science - Poultry Science (동물, 낙농, 

축산과학 - 가금류과학)

✓ Animal, Dairy, and Poultry Science - Pre-Veterinary 

Medicine—Animal Sciences (동물, 낙농, 축산과학 - 예비 수의학)

✓ Animal, Dairy, and Poultry Science - Science and Technology 

(동물, 낙농, 축산과학 - 과학과 기술)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천연자원생태관리 )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Conservation 

Biology (천연자원생태관리 - 보존 생물학)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Ecological 

Restoration (천연자원생태관리 - 생태복원)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천연자원생태관리 - 수산양식업)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 Forest 

Enterprise (천연자원생태관리 - 임산기업)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 Forest Resource 

Management (천연자원생태관리 - 산림자원관리)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 Pre-Veterinary 

Medicine - Wildlife and Fisheries (천연자원생태관리 - 예비 수의학

(야생동물과 어류))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 Wetland 

Science (천연자원생태관리 - 습지과학)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 Wildlife Ecology 

(천연자원생태관리 - 야생생태학)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 Wildlife Habitat 

Conservation (천연자원생태관리 - 야생 서식지보호)

✓ Natural Resource Ecology and Management - Wildlife Law 

Enforcement (천연자원생태관리 - 야생동물보호)

✓ Nutrition and Food Sciences - Dietetics (식품영양학 - 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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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rition and Food Sciences -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식품영양학 - 식품과학기술)

✓ Nutrition and Food Sciences - Nutrition, Health and Society (식

품영양학 - 공중영양과 건강)

✓ Nutrition and Food Sciences - Nutritional Sciences/Pre-

Medicine (식품영양학 - 영양과학/예비 의학)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Environmental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환경관리시스템 - 환경분석과 위험

관리)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Policy Analysis (환경관

리시스템 - 정책 분석)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Resource 

Conservation (환경관리시스템 - 자원 보존)

✓ Plant and Soil Systems - Agricultural Pest Management / 

Entomology (식물과 토양시스템 - 해충관리/ 곤충학)

✓ Plant and Soil Systems - Agricultural Pest Management / Plant 

Pathology (식물과 토양시스템 - 해충관리/식물병리학)

✓ Plant and Soil Systems - Crop Science (식물과 토양시스템 - 작물

학)

✓ Plant and Soil Systems - Horticulture Science (식물과 토양시스템

- 원예과학)

✓ Plant and Soil Systems - Soil Science (식물과 토양시스템 - 토양과

학)

✓ Plant and Soil Systems -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s (식물

과 토양시스템 - 지속가능 경작시스템)

✓ Plant and Soil Systems - Turf and Landscape Management (식

물과 토양시스템 - 잔디와 조경관리)

✓ Plant and Soil Systems - Turfgrass Management (식물과 토양시

스템 - 잔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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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 and Soil Systems - Urban Entomology (식물과 토양시스템

- 도시 곤충학)

✓ Textiles/Apparel/Merchandising (직물/의류/판매)

✓ Textiles/Apparel/Merchandising - Apparel Design (직물/의류/

판매 - 의류디자인)

✓ Textiles/Apparel/Merchandising - Merchandising (직물/의류/

판매 - 판매)

✓ Textiles/Apparel/Merchandising - Textile Science (직물/의류/

판매 - 직물과학)

College of Art & Design (예술디자인대학)

✓ Architecture (건축학)

✓ Interior Design (인테리어 디자인)

✓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 건축)

✓ Studio Art (스튜디오 아트 )

✓ Studio Art - Ceramics (스튜디오 아트 - 세라믹)

✓ Studio Art - Digital Art (스튜디오 아트 - 디지털 아트)

✓ Studio Art - Graphic Design (스튜디오 아트 - 그래픽 디자인)

✓ Studio Art - Painting and Drawing (스튜디오 아트 - 회화)

✓ Studio Art - Photography (스튜디오 아트 - 사진)

✓ Studio Art - Printmaking (스튜디오 아트 - 인쇄)

✓ Studio Art - Sculpture (스튜디오 아트 - 조각)

College of the Coast & Environment (해안환경대학)

✓ Coastal Environmental Science - Applied Coastal 

Environmental Science (해안환경과학 - 응용 해안환경과학 )

✓ Coastal Environmental Science -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 (해안환경과학 - 환경과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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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 Ourso College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학)

✓ Economics - Empirical Economic Analysis (경제학 - 경험적 경제

분석)

✓ Economics - Without Concentration (경제학 - 일반)

✓ Finance (재무)

✓ General Business (경영학)

✓ Information Systems and Decision Sciences -Business 

Intelligence (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과학 - 경영능력)

✓ Information Systems and Decision Sciences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과학 - 정보기술)

✓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국제무역과 금융)

✓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Empirical Economic Analysis 

(국제무역과 금융 - 실증적 경제 분석 )

✓ Management (경영)

✓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경영 - 기업가 정신)

✓ Management - Human Resource Management (경영 - 인사관리)

✓ Marketing - Professional Sales (마케팅 - 프로페셔널 영업)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

✓ Biological Engineering (생물공학 )

✓ Chemical Engineering - Biomolecular (화학공학 - 생체분자)

✓ Chemical Engineering - Environmental (화학공학 - 환경)

✓ Chemical Engineering - Materials (화학공학 - 재료)

✓ Chemical Engineering - Without Concentration (화학공학 - 일반)

✓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 - 컴퓨터과학)

✓ Computer Science - Cloud Computing and Networking (컴퓨터

과학 - 클라우드 컴퓨팅과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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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 Science - Computer Science and Second Discipline 

(컴퓨터과학 - 컴퓨터과학과 부전공)

✓ Computer Science - Data Science and Analytics (컴퓨터과학 -

데이터과학분석)

✓ Computer Science - Distributed Systems and Networking (컴퓨

터과학 - 분산 시스템과 네트워킹)

✓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컴퓨터과학 - 소프트

웨어 공학)

✓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관리)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

✓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 Petroleum Engineering (석유공학)

College of Human Sciences & Education (인체과학교육대학)

✓ Athletic Training (체육훈련)

✓ Child and Family Studies (아동과 가족학)

✓ Dual-Certification General/Special Education (G1-5) (복수학귀

- 일반/특수교육 (1-5학년))

✓ Elementary Grades Education (초등교육)

✓ Elementary Grades Education - 4-year Teacher Certification 

(초등교육 - 교사자격증과정 (4년제))

✓ Elementary Grades Education - 5-year Certification with 

Master’s Degree (초등교육 - 교사자격증 및 석사학위(5년제))

✓ Human Resource Education (인적자원교육)

✓ Human Resource and Leadership Development (인적자원과 리더

십 개발)

✓ Kinesiology - Fitness Studies (운동과학 -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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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esiology -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운동과학 - 보건체육교사)

✓ Kinesiology - Human Movement Science (운동과학 - 인체운동과

학 )

✓ Kinesiology - Sports Studies (운동과학 - 스포츠학)

✓ Sport Administration (스포츠경영)

✓ Sport Administration - Sport Commerce (스포츠경영 - 스포츠사

업)

✓ Sport Administration - Sport Leadership (스포츠경영 - 스포츠 리

더십)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인문사회과학대학)

✓ Anthropology (인류학)

✓ Communication Disorders (의사소통장애)

✓ Communication Studies (의사소통학)

✓ Economics (경제학)

✓ Empirical Economic Analysis (경험적 경제 분석)

✓ English - Creative Writing (영어 - 창작)

✓ English - Literature (영어 - 문학)

✓ English - Secondary Education (영어 - 중등교육)

✓ English - Rhetoric, Writing and Culture (영어 - 수사어구, 글쓰기

와 문화)

✓ French - Secondary Education (프랑스어 - 중등교육)

✓ French (프랑스어 )

✓ Geography - BA (지리학)

✓ Geography - BA - Disaster Science and Management (지리학 -

재해과학과 관리)

✓ Geography - BA - Environmental Studies (지리학 - 환경학)

✓ Geography - BA -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지리학 - 지

리정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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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graphy - BA (지리학 )

✓ Interdisciplinary Studies - Health Sciences (다원학 - 건강과학)

✓ Interdisciplinary Studies - Individualized Studies (다원학 - 개인

별 전공)

✓ Interdisciplinary Studies - Leadership and Society (다원학 - 리

더십과 사회)

✓ Interdisciplinary Studies - Studies in Organizations (다원학 - 조

직학)

✓ Interdisciplinary Studies - Writing and Performing Arts (다원학

- 창작과 공연예술)

✓ Individualized Studies (개인별 전공)

✓ History - Secondary Education (역사 - 중등교육)

✓ History (역사)

✓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 International Studies - Africa (국제학 - 아프리카학)

✓ International Studies - Asia (국제학 - 아시아학)

✓ International Studies -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국제학

- 환경과 개발)

✓ International Studies - Europe (국제학 - 유럽학)

✓ International Studies - Global Cultures (국제학 - 글로벌 문화)

✓ International Studies - Global Diplomacy (국제학 - 글로벌 외교)

✓ International Studies - Global Studies (국제학 - 세계학)

✓ International Studies - Latin America (국제학 - 라틴 아메리카학)

✓ International Studies - Middle East (국제학 - 중동아시아학)

✓ Liberal Arts - African and African American Studies (인문학 - 아

프리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

✓ Liberal Arts - Art History (인문학 - 미술사)

✓ Liberal Arts - Classical Civilization (인문학 - 고전 문명)

✓ Liberal Arts - Disaster Science and Management (인문학 - 재난

과학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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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eral Arts - Film and Media Arts (인문학 - 영화와 미디어아트)

✓ Philosophy - Religious Studies (철학 - 종교학)

✓ Liberal Arts - Women’s and Gender Studies (인문학 - 여성젠더학)

✓ Philosophy (철학)

✓ Philosophy - Law, Ethics and Social Justice (철학 - 법률, 윤리와

사회정의 )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Political Science -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정치학 -

미국 정부와 정치)

✓ Political Science - Campaigns and Elections (정치학 - 선거와 캠

페인)

✓ Political Science -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정치

학 - 비교정부정치학)

✓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Politics and Law (정치학 - 국제

정치와 법)

✓ Political Science - Law and Legal Systems (정치학 - 법과 법률시

스템)

✓ Political Science - Political Analysis (정치학 - 정치적 분석)

✓ Political Science - Political Theory (정치학 - 정치이론)

✓ Political Science - Public Policy (정치학 - 공공정책)

✓ Political Science - Race and Politics (정치학 - 인종과 정치 )

✓ Psychology (심리학)

✓ Sociology (사회학)

✓ Sociology - Criminology (사회학 - 형사정책학)

✓ Spanish - Secondary Education (스페인어 - 중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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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hip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언론대학)

✓ Mass Communication: Digital Advertising (디지털 광고)

✓ Mass Communication : Journalism (저널리즘)

✓ Mass Communic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정치적 커뮤니케

이션)

✓ Mass Communication : Public Relations (홍보 )

College of Music & Dramatic Arts (음악드라마예술대학)

✓ Music - BA (음악)

✓ Music - Experimental Music and Digital Media (음악 - 실험음악

과 디지털 미디어)

✓ Music - Instrumental (기악)

✓ Music - Harp (하프)

✓ Music - Vocal (성악)

✓ Music - Brass (금관악기)

✓ Music - Composition (작곡)

✓ Music - Organ (오르간)

✓ Music - Percussion (타악기)

✓ Music - Piano Pedagogy (피아노 교육학)

✓ Music - Piano Performance (피아노 연주)

✓ Music - Strings (현악기)

✓ Music - Voice (성악)

✓ Music - Woodwind (목관악기)

✓ Theatre - Arts Administration (연극 - 예술 행정)

✓ Theatre - Design/Technology (연극 - 디자인/기술)

✓ Theatre - Film and Television (연극 - 영화와 텔레비전)

✓ Theatre - Performance (연극 - 공연)

✓ Theatre - Physical Theatre (연극 - 신체극)

✓ Theatre - Theatre Studies (연극 - 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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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cience (자연과학대학)

✓ Biochemistry (생화학)

✓ Biological Sciences (생물 과학)

✓ Biological Sciences - Marine Biology (생물과학 - 해양생물학)

✓ Biological Sciences - Secondary Education (생물과학 - 중등 교육)

✓ Chemistry (화학)

✓ Chemistry - Biological Chemistry (화학 - 생물화학)

✓ Chemistry - Chemical Physics (화학 - 화학 물리학)

✓ Chemistry - Environmental Chemistry (화학 - 환경 화학)

✓ Chemistry - Materials (화학 - 재료)

✓ Chemistry - Polymers (화학 - 고분자)

✓ Chemistry - Pre-Professional Chemistry (화학 - 예비 고도화학)

✓ Chemistry - Secondary Education (화학 - 중등 교육)

✓ Geology (지질학)

✓ Geology - Environmental Geology (지질학 - 환경 지질학)

✓ Geology - Geophysics (지질학 - 지구 물리학)

✓ Mathematics (수학)

✓ Mathematics - Secondary Education (수학 - 중등 교육)

✓ Mathematics - Actuarial Science (수학 - 보험계리과학)

✓ Mathematics - Computational Mathematics (수학 - 계산 수학)

✓ Mathematics - Mathematical Statistics (수학 - 수학적 통계)

✓ Physics (물리학)

✓ Physics - Astronomy (물리학- 천문학)

✓ Physics - Medical Physics (물리학 - 의료 물리학)

✓ Physics - Secondary Education (물리학 - 중등교육)

✓ Physics - Physics and Second Discipline (물리학과 부전공)

✓ Microbiology (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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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Center for Advising & Counseling (보건상담대학)

✓ Allied Health - Clinical Lab Science - Medical Technology (공중

보건 - 임상실험과학 (의료기술))

✓ Allied Health - Dental Hygiene (공중보건 - 치위생학 )

✓ Allied Health - Dental Lab Technician (공중보건 - 치기공)

✓ Allied Health - Pre-Medical Technology (공중보건 - 예비 의학기

술과정 )

✓ Allied Health - Pre-Nursing (공중보건 - 예비 간호사 과정 )

✓ Allied Health - Pre-Occupational Therapy (공중보건 - 예비 작업

치료사 과정 )

✓ Allied Health - Pre-Pharmacy (공중보건 - 예비 약사과정)

✓ Allied Health - Physician Assistant (공중보건 - 의사보조원 과정)

✓ Allied Health - Pre-Physical Therapy (공중보건 - 예비 물리치료사

과정 )

석사과정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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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서 대학교 (Mercer University)
패스웨이 프로그램

⚫ 2020 미국 대학랭킹 153위

⚫ Best Undergraduate Teaching 34위(US News)

⚫ Best Value Schools 40위(US News)

⚫ Best Undergraduate Engineering Programs 52위(US News)



머서 대학교(Mercer University)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33년

위치 미국 - 조지아(Georgia)주 - 메이컨(Macon) & 애틀란
타(Atlanta)

운영형태 사립대학교

학생수 총 8,756명 (유학생 2.2%) 

아카데믹 총 12개 단과대학

우수전공분야 경영대(회계학, 재무위험관리학, 스포츠 마케팅&분석), 
공대(의공학, 토목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환경공학, 기
계공학, 소프트웨어), 의대, 사범대, 보건대 (심리학, 물리
치료학, 운동관리학, 간호학, 약학), 음대(성악, 피아노, 공
연학과), 철학대

학기 2학기제 Semester

Mercer University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와 메이컨에 위치한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들 중 하나로 교수들의 90% 이상이 박사 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입니다. 교수들은 전공 분야의 최고 학위뿐 아니라 오랜 경력을 보유하

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 실용성 위주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머서 대학교는 특히 비즈니스 & 엔지니어링 분야가 유명합니다. 머서 대학교

의 경영대학은 세계 상위 5% 대학들만 인증 받은 경영대학발전협회(AACSB)

의 회원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기 중 다양한 인턴십 과정과 취업 연계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전공분야에서 연구경력을 쌓고자 하는 석사과정 지원자에게

인기가 많은 대학교입니다. 

미래의 유망전공을 다수 보유한 미국 명문 공과대학교 52위(US News)에

선정된 머서 대학교 공과대학은 미국의 ABET 공학인증제로 학부를 운영하

고 있어 학위과정 중 쌓은 실무경험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모두가 만족한 100% 만족도 대학교인 만큼 미국에서 상위 순위

15%내 대학교로 12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머서 대학교의 졸업생들은

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Mercer University

#153 미국 대학 순위

#34 가장 교육을 잘하는 학부과정, US News and World 
Report

#30 공학분야 학부 과정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Top 50 가장 가치있는 대학교 Best Value Schools,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13:1 학생 대 교수 비율

Best 남부 최고의 대학 Best Southern College, The 
Princeton Review, 2019

One of 
The Best

Business Schools, 최고의 경영대학들, The Princeton 
Review, 2019

Top Top National Universities,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Top 15% 미국 내 대학 순위(12년 연속), The Princeton Review, 
2019

100% 유학생 만족도

AACSB 세계 경영대학 상위 5%만이 가입한 경영대학발전협회 회원
교

동문 지난 7년간 7명의 Goldwater Scholars (수학, 과학분야 최
고의 장학금)
지난 9년간 17명의 Fulbright Scholars(풀브라이트 장학생) 



조지아주 메이컨(Macon) & 애틀란타(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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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는 미국 포츈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들을 세 번째로 많이 유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대기업은 코카콜라, 홈디포, 델타, UPS인데 애틀

랜타가 미국 교통의 중심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은 미국

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들 중 하나이며, 델타 항공이 애틀랜타를 주요 거점지

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CNN 본사, 선트러스트 은행, 그리고 2018년에는 포츈 500대 기업 중 하나

인 NCR이 애틀란타 미드타운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의 낮

은 법인세와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LG, SK,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 기

업들이 진출해 많은 한인교포들과 주재원 등 약 9만명이 거주하여 한인타운

이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0위에 뽑혔으며, 생활비와

실업률이 낮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도시들 중에 하나

로 선정된 곳입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메이컨은 조지아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1.5시간

정도 거리로 조지아주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이컨에는 포츈지 선

정 500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어 인턴십과 취업에도 유리한 도시입니다. 한

인 타운에 다양한 유형의 거주 형태가 구성되어 있어 한국에서 유학가는 대학

(원)생, 초중고생, 자녀동반 학생들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운타운에는 식당, Bar, 교회, 백화점, 슈퍼마켓, 영화관, 볼링장 등이 있고

주중에는 학생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다운타운까지는 약 5분 정도 걸리며, 월마트, 타겟과 같

은 대형 마트들은 차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후는 온화

한 편이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을 빼면 야외활동을 하며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Georgia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의 본거지

메이컨 Macon 

• 조지아는 미국 남부의 보석이며 메이컨은 음악의 본고장, 환상적인 건축

물, 생생한 예술과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

• 미국의 12개 베스트 음악도시 랭킹 #2

• 인구 : 229,000

애틀랜타 Atlanta 

• 메이컨으로부터 북쪽으로 80마일, 차량으로 1.5시간

• 구직자를 위한 최상의 도시 #6, NerdWallet

주요 기업

CNN, Delta Airlines, SunTrust, Coca-Cola, Home De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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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도시

• Nashville, TN - 차량으로 4시간

• New Orleans, LA - 차량으로 7시간

• LA - 항공으로 4.5시간

• New York - 항공으로 2시간

기온

여름 평균 25.1°C, 겨울 평균 19.5°C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머서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머서 대학교의 학부 및 석사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

과정에서 요구하는 입학시험(SAT, ACT, GRE, GMAT 등)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

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머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머서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2~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머서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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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GPA 3.35/4.0 = 인문계

고등학교 4.5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인문&과학, 경영, 교육, 공학&컴퓨터, 과학, 정보&커뮤니케이션, 음악, 디

자인, 공공보건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머서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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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속성과정은 GRE나 GMAT이 입학 시 요구됩니다.

■ 전공분야

경영, 컴퓨터, 전기 공학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 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머서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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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Liberal Arts 자유교양대학

✓ Africana Studies (아프리카학)

✓ Art (미술 )

✓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생물화학 분자생물학)

✓ Biology (생물학)

✓ Chemical Commerce - BA/BS (화학사업)

✓ Chemistry (화학)

✓ Classical Studies (고전 연구학)

✓ Communication Studies (커뮤니케이션학)

✓ Computational Science (계산 과학 )

✓ Computer Science (컴퓨터 사이언스)

✓ Creative Writing (문예창작학)

✓ Criminal Justice (형사 행정학)

✓ English (영문학)

✓ French (불어학)

✓ German (독일어학 )

✓ Global Development Studies (국제개발학)

✓ Global Health Studies (국제보건학)

✓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 History (역사학)

✓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정보과학기술 )

✓ International Affairs (국제정치학 )

✓ Journalism (저널리즘)

✓ Latin (라틴학)

✓ Law & Public Policy (법률과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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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ematics (수학)

✓ Media Studies (미디어 연구)

✓ Neuroscience (신경 과학)

✓ Philosophy (철학 )

✓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철학, 정치경제학)

✓ Physics (물리학)

✓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

✓ Psychology (심리학)

✓ Religion (종교학)

✓ Sociology (사회학)

✓ Southern Studies (남방학)

✓ Spanish (스페인학)

✓ Theatre (연극)

✓ Women’s & Gender Studies (여성젠더학)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경영경제대학)

✓ Accounting (회계학)

✓ Economics (경제학)

✓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 Finance (재무)

✓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사)

✓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학)

✓ Management (경영관리학)

✓ Marketing (마케팅)

✓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위험관리와 보험)

✓ Sports Marketing and Analytics (스포츠 마케팅분석)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School of Engineering (공과대학)

✓ Biomedical Engineering (생의료공학 )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 공학)

✓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 공학)

✓ Industrial Management (산업 경영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 Technical Communication (기술 통신학)

College of Education (교육대학)

✓ Middle level Education (중등교육학)

✓ The Holistic Child (유아초등교육 (K- 5학년) )

School of Music (음악대학)

✓ Music (음악)

✓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 Music in Performance (공연음악)

College of Health Professions (보건대학)

✓ Public Health (공중보건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 Programs)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경영경제대학원)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MBA)

✓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 (경영분석)

School of Engineering (공과대학원)

✓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in Computer Engineering (컴

퓨터 엔지니어링)

✓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in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패스웨이 프로그램

⚫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유일한 공립종합대학

⚫ 미국 대학교 전체 순위 228위

⚫ 사회적 유동성 부분의 탑 퍼포먼스 순위 27위

⚫ 미국 명문대학 공립학교 순위 109위

⚫ 학부 최고 경영대학 프로그램 153위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964년

위치 미국 -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 보스턴
(Boston)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16,164명

아카데믹 총 7개 단과대학

우수전공분야 경영대(경영학과, 마케팅, 관련서비스지원), 보건의료전공
및 관련 프로그램, 사회학, 심리학, 생명학, 의생명과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s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은 매

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대학으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시스템의 5개

의 캠퍼스 중 한 곳이며, 보스턴에서 유일한 주립대학교이자 연구 중심 대학

교 입니다. 보스턴 하버에 위치해 있어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대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위치의 대학으로 다운타운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동 대학에서는 10개의 단과 대학에서 213개의 다양한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16:1로 대부분의 강의가 소규모로 진행되

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의 긴말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됩니

다. 경영계열과 간호학 과정으로 유명하며 대학 내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인

정받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스턴 유일의 주립대이므로 저렴한 학비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Pride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191 미국 대학랭킹,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109 미국 주립대학 순위, 2020

Top 100 석사 프로그램 6개, 미국 내 랭킹

207 개설 전공 수

#15 재활상담(석사) 전공 미국 내 순위, 2019

#17 미국 내 50대 최고대학 중 성인교육 분야 랭킹

#66 교육학 석사 미국 내 순위, 2020

Tier 1 미국 내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20

#9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대학, Niche 2020

16,164 재학생 수 (유학생: 10.7%)

Best 포브스 선정 "가장 가치있는 대학" (4년 연속), 2019

Best 최고의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대학, 2019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Boston, Massachusetts)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5위

로 선정된 보스턴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고등교육 시설과 미국 역사의 중심

지로 의료, 문화, 젊은 사람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 늦은 저녁에도 산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도시입니다.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에 대학생만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학생의 수도 3,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인근의 광역 보스턴 지역까지 합친 인구는 약 750만명 이상으로 미국

에서 5위권입니다. 

시내 및 주변 지역에는 많은 종합 및 단과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각종 연구

소, 엔지니어링, 금융, 생명공학 등이 보스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2012년에 발표한 사업, 인재, 문화, 정치 등

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세계도시 순위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공립학교인 보스턴 라틴 스쿨(1635년)을 포함하여, 미국 최



보스턴(Boston) 
Nick Name : College Town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35 보스턴 내 대학의 수

#1 취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Fortune Magazine 2018

16 포츈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16개 기업의 거점

Top 15 미국 최고의 도시, Travel+Leisure 2018

#8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 Deutsche Bank 2019

기온 여름 평균 27.4°C, 겨울 평균 2.1°C

인근도시 뉴욕 - 차량의 3.5시간
워싱턴 - 항공으로 1.5시간
시카고 - 항공으로 2.45시간

초의 단과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MIT 공대, 보스턴 칼리지, 버클리 음대 등

보스턴은 각 분야 최고의 학교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스

턴에는 전세계의 인재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도시이며, 이들을

통해 보스턴, 나아가 미국 경제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하려면 우수한 학교성적(GPA 

3.0/4.0)과 영어성적(토플 iBT 79 또는 iTEP 4.0 이상), 학위과정에 따른

입학시험 (SAT, ACT, GRE, GMAT 등)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합

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미국 대학생들과 같이 학교 자체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이 가득한 보스턴에서 대학 생활을 하길 원하

는 학생

✓ TOEFL 성적이 있거나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연 2회 입학 가능 (8월, 1월)



매사추세츠 대학교 학부과정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 이내, GPA 2.75/4.0 = 인문

계 고등학교 5.5등급 이내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 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별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경영학, 재무, 경제학, 교육학, 공학, 인문학, 보건학 (해당전공분야의 세부전

공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매사추세츠 대학교 석사과정 진학하기

1. 경영대학 (College of Management)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별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공분야

경영학, 컴퓨터 과학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 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2. 컴퓨터과학대학 (College of Computer Science)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교육대학)

✓ Early Education and Care (non-licensure) (유아교육보육)

College of Liberal Arts (인문대학)

✓ African Studies (아프리카학)

✓ American Studies (미국학)

✓ Anthropology (인류학)

✓ Archaeology and History (고고학사학)

✓ Art (예술)

✓ Asian Studies (아시아학)

✓ Classical Languages (고전언어)

✓ Classical Studies (서양고전학)

✓ Communication (신문방송학)

✓ Community Development (지역 개발)

✓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범죄와 형사행정학)

✓ Economics (경제학)

✓ English (영어)

✓ Ethics,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윤리, 사회, 정치 철학)

✓ French (불어)

✓ History (사학)

✓ Human Services (사회복지학)

✓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관계)

✓ Italian (이탈리아어 )

✓ Labor Studies (노동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Latin American and Iberian Studies (라틴아메리카와 이베리아학)

✓ Music (음악)

✓ Philosophy (철학)

✓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철학과 공공정책)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Psychology (심리학)

✓ Social Psychology (사회심리학)

✓ Sociology (사회학)

✓ Spanish (스페인어)

✓ Theatre Arts (연극예술)

✓ Women’s and Gender Studies (여성젠더학)

College of Management (경영대학)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 Management (경영)

✓ Management - Accounting (경영/관리 - 회계학 )

✓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경영/관리 - 기업가정신)

✓ Management - Finance (경영/관리 - 재무)

✓ Management - International Management (경영/관리- 국제경영

학)

✓ Management -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hange (경영/

관리 - 리더십과 조직 변화 )

✓ Management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관리 -

경영정보시스템)

✓ Management - Marketing (경영/관리 - 마케팅 )

✓ Management - Supply Chain and Service Management (경영/

관리- 공급망 서비스 관리 )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간호보건과학대학)

✓ Exercise and Health Sciences (운동보건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College of Science and Mathematics (과학수학대학)

✓ Biochemistry (생화학)

✓ Biology (생물학)

✓ Chemistry - BA (화학)

✓ Chemistry - BS (화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 Engineering Physics (공학물리학)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학)

✓ Mathematics (수학)

✓ Physics (물리학)

School for the Environment (환경대학)

✓ Community Development (지역발전)

✓ Environmental Sciences - BA (환경과학)

✓ Environmental Sciences - BS (환경과학)

✓ Environmental Studies and Sustainability (환경학과 지속가능성)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 Degree)

College of Management (경영대학원)

✓ Accountancy, MS (회계학 )

✓ Finance, MS (재무)

✓ Flex MBA (MBA)

✓ Information Technology, MS (정보기술)

✓ Business Analytics, MS (경영분석)

College of Science and Mathematics (과학수학대학원)

✓ Computer Science, MS (컴퓨터과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미시시피 대학교 (University of Mississippi)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시시피 대학교보다 ‘Ole Miss’ 라고 더욱 잘 알려져 있는 대학교

⚫ 미국 대학교 전체 순위 162위

⚫ 미국 명문 공립학교 순위 76위

⚫ 전문가들의 최고 교육 대학 118위

⚫ 미국 내 최고 경영학부 프로그램 112위



미시시피 대학교(University of Mississippi)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48년

위치 미국 - 미시시피(Mississippi)주 - 옥스포드(Oxford)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22,456 명 (유학생 1.6%)

아카데믹 총 8개 단과대학

우수전공분야 경영학, 회계학, 정치학, 약학, 치의학, 심리학, 영어영문학, 
컴퓨터공학, 법학, 우주공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University of Mississippi는 미시시피주의 작은 대학도시인 옥스포드에 위

치한 대학으로 1848년에 개교한 오랜 전통의 플래그십 대학교(Flagship 

University - 가장 높은 연구성과와 박사과정을 지닌 대학교, 대표대학교)로

주립대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손꼽히고 있으며 Ole 

Miss라는 애칭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 2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큰 규모의 캠퍼스지만 유학생은 약 800명 정도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유

학생이 많지 않은 환경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Ole Miss의 캠퍼스는 매우 크고 캠퍼스 내에 미식 축 경기장, 야구장, 농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있기 때문에 클럽 활동을 하거나

경기를 관람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대 교수 비율

이 18:1로 소규모 강의가 이루어 진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le Miss는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2019 

U.S. News에서 발표한 Best Business Schools 랭킹에서 Top 100을 기

록했고 MBA 프로그램은 Bloomberg Businessweek 랭킹에서 Top 50로

랭크 되었습니다. Ole Miss는 하버드, MIT,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과 함께

미국 내 최고의 연구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환경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ide - University of Mississippi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152 미국 대학교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76 미국 주립대학들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Top 100 미국의 최고 경영학부 순위

#24 미국의 최고 약학대학원 순위

Top 50 미국의 MBA 순위, Bloomberg Businessweek

Top 50 미국의 베스트 대학 캠퍼스, Niche, 2020

Best 가장 가치있는 대학들 Best Values School, Kiplinger, 
2019

18:1 학생 대 교수 비율

Research 미국 내 115개 최고의 연구대학



미시시피주 옥스포드 (Oxford, Mississippi)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미시시피주는 미시시피 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남부에 위

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Ole Miss가 위

치한 옥스포드에서 약 1시간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멤피스는 미국 내 교통의

허브로, Fedex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에

게 다양한 인턴십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와 뉴올리언

스가 멀지 않아 방학을 이용해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고 세계

적인 페스티벌에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도시 내에서는 Oxford-University Transit(OUT)라는 버스 시

스템이 운영되는데 Ole Miss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월마트, 태국 음식점, 일식

집 등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 있는 Square라는 번화가는 학

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쇼핑과 놀거리가 필요할 때는 학교 셔틀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Square를 찾습니다.



옥스포드(Oxford)
전형적인 대학도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Top 20 미국 소도시 순위, Smithsonian Magazine

#11 가장 살기좋은 대학도시 순위, Jetsetter.com, 2019

인구 23,639

기온 여름평균 33.1°C, 겨울 평균 13.4°C

주변도시 멤피스 Memphis - 차량으로 1.5시간
내쉬빌 Nashville - 차량으로 4시간
애틀랜타 Atlanta - 항공으로 1.5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시시피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미시시피 대학교의 학부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과정에

따른 입학시험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

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본과정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미시시피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미시시피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미시시피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 + 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 + 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미시시피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속성과정은 GRE나 GMAT이 입학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패스웨이는 Engineering 전공만 가능합니다.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 + 리서치 및 대학원 작문 기술 + 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미시시피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LIBERAL ARTS (인문자유교양대학 )

✓ African American Studies (BA)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 Anthropology (BA) (인류학)

✓ Arabic (BA) (아랍어)

✓ Art (BA) (미술)

✓ Art (BFA) (미술 )

✓ Art- Ceramics (미술 - 도예)

✓ Art- Graphic Design (미술 - 그래픽 디자인)

✓ Art- Imaging Arts (미술 - 이미징 예술)

✓ Art- Painting (미술 - 회화)

✓ Art- Printmaking (미술 - 인쇄)

✓ Art- Sculpture (미술 - 조각)

✓ Art History (BA) (미술사)

✓ Biochemistry (BA) (생화학)

✓ Biology (BA, BS) (생물학)

✓ Chemistry (BA, BS) (화학)

✓ Chinese (BA) (중국어)

✓ Classics (BA) (고전학)

✓ Classics- Classical Civilization (고전학- 고전 문명)

✓ Classics- Greek (고전학- 그리스)

✓ Classics- Latin (고전학- 라틴)

✓ Computer Science (BA) (컴퓨터과학)

✓ Economics (BA, BS) (경제학)

✓ Economics- Biochemistry (경제학- 생화학)

✓ English (BA) (영어)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English- Creative Writing (영어- 창작)

✓ Forensic Chemistry (BS) (법의 화학)

✓ French (BA) (프랑스어)

✓ German (BA) (독일어)

✓ History (BA) (역사학 )

✓ International Studies (BA) (국제학)

✓ Liberal Studies (BA) (일반 교양)

✓ Linguistics (BA) (언어학)

✓ Mathematics (BA, BS) (수학)

✓ Music (BA) (음악)

✓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 Music Education- Instrumental (음악교육 - 기악)

✓ Music Education- Keyboard (음악교육 - 건반)

✓ Music Education- Vocal (음악교육 - 보컬)

✓ Music Performance (음악공연)

✓ Music Performance- Instrumental (음악공연- 기악)

✓ Music Performance- Keyboard (음악공연- 건반)

✓ Music Performance- Vocal (음악공연- 보컬)

✓ Philosophy (BA) (철학)

✓ Physics (BA, BS) (물리학)

✓ Political Science (BA) (정치과학)

✓ Psychology (BA) (심리학)

✓ Public Policy Leadership (BA) (공공정책 리더십)

✓ Religious Studies (BA) (종교학)

✓ Spanish (BA) (스페인어)

✓ Sociology (BA) (사회학)

✓ Southern Studies (BA) (남방학)

✓ Theatre Arts (BA) (극장 예술)

✓ Theatre Arts (BFA) (극장 예술)

✓ Theatre Arts- Acting for Stage and Screen (극장 미술 - 연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Theatre Arts- Design and Theatre Production (극장미술 - 디자

인과 무대제작)

✓ Theatre Arts- Film Production (극장미술 - 영화 제작)

PATTERSON SCHOOL OF ACCOUNTANCY (회계대학)

✓ Accountancy (BAccy) (회계)

SCHOOL OF APPLIED SCIENCES (응용과학대학)

✓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BS) (커뮤니케이션 과학

과 의사소통장애)

✓ Criminal Justice (BS) (형사행정학)

✓ Criminal Justice- Corrections (형사행정학- 교정)

✓ Criminal Justice- Homeland Security (형사행정학- 국토안보)

✓ Criminal Justice- Law Enforcement (형사행정학- 법 집행)

✓ Dietetics and Nutrition (BS) (식품영양학)

✓ Dietetics and Nutrition- Child Nutrition (식품영양학- 유아 영양)

✓ Dietetics and Nutrition- Dietetics (식품영양학- 다이어트)

✓ Dietetics and Nutrition- Health Sciences (식품영양학- 건강 과학)

✓ Exercise Science (BS) (운동과학 )

✓ Hospitality Management (BS) (호텔경영)

✓ Hospitality Management- Event Management (호텔경영- 이벤

트경영)

✓ Hospitality Management- Food Services (호텔경영- 외식산업)

✓ Hospitality Management- Generalist (호텔경영- 경영)

✓ Hospitality Management- Lodging (호텔경영- 객실관리)

✓ Paralegal Studies (BSLS) (법률보조학)

✓ Paralegal Studies- Paralegal (법률보조학 - 법률보조)

✓ Social Work (BS) (사회복지)

✓ Sport and Recreation Admin (BA)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행정

(BA))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Sport and Recreation Admin- Recreation Administration (레크

리에이션 행정)

✓ Sport and Recreation Admin- Sport Administration (스포츠 행정)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Banking and Finance (BBA) (금융(BBA))

✓ Economics (BBA) (경제학 (BBA))

✓ Entrepreneurship (BBA) (기업가 정신 (BBA))

✓ General Business (BBA) (경영학(BBA))

✓ Managerial Finance (BBA) (관리재무 (BBA))

✓ Management- Human Resources (BBA) (인사관리 (BBA))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BA) (경영정보시스템

(BBA))

✓ Marketing (BBA) (마케팅(BBA))

✓ Marketing and Corp. Relations (BBA) (마케팅과 기업관계 (BBA))

✓ Real Estate (BBA) (부동산)

✓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BBA) (위험관리와 보험)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 Elementary Education (BAEd) (초등교육 )

✓ Elementary Education- Computers (초등교육 - 컴퓨터)

✓ Elementary Education- English (초등교육 - 영어)

✓ Elementary Education- Fine Arts (초등교육 - 미술)

✓ Elementary Education- Math (초등교육 - 수학)

✓ Elementary Education- Modern/Ancient Languages (초등교육

- 현대/고대 언어)

✓ Elementary Education- Science (초등교육 - 과학)

✓ Elementary Education- Social Studies (초등교육 - 사회학)

✓ English Education (BAEd) (영어교육)

✓ Mathematics Education (BAEd) (수학교육)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Science Education (BAEd) (과학교육)

✓ Science Education- Biology (BAEd) (과학교육 - 생물)

✓ Science Education- Chemistry (BAEd) (과학교육 - 화학)

✓ Science Education- Physics (BAEd) (과학교육 - 물리)

✓ Social Studies Education (BAEd) (사회학교육)

✓ Special Education (BAEd) (특수교육 )

SCHOOL OF ENGINEERING (공과대학)

✓ Chemical Engineering (BS) (화학공학 )

✓ Chemical Engineering- Biotechnology (화학공학 - 생명공학)

✓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화학공학 - 환경)

✓ Chemical Engineering- Manufacturing (화학공학 - 제조)

✓ Chemical Engineering- Materials (화학공학 - 재료)

✓ Chemical Engineering- Pre-Med Option (화학공학 - 예비 의학)

✓ Chemical Engineering- Standard Option (화학공학 - 일반)

✓ Civil Engineering (BS) (토목공학)

✓ Computer Science (BS) (컴퓨터과학)

✓ Biomedical Engineering (BS) (생의학공학)

✓ Biomedical Engineering- Bioinformatics (생의학공학 - 생체정보

학)

✓ Biomedical Engineering- Biomedical (생의학공학 - 생의학)

✓ Biomedical Engineering- Biomolecular (생의학공학 - 생체분자)

✓ Electrical Engineering (BS) (전기공학)

✓ Electr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 생의

학공학)

✓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전기공학 - 컴퓨

터공학)

✓ Electrical Engineering- General Program (전기공학 - 일반)

✓ Engineering (BE) (공학)

✓ Engineering- Aerospace Studies (공학 - 항공우주공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공학 - 경영행정)

✓ Engineering- Manufacturing (공학 - 제조)

✓ Engineering- Military Science (공학 - 군사과학)

✓ Engineering- Naval Science (공학 - 해군과학)

✓ Engineering- Pre-Law (공학 - 예비 법학과정)

✓ Engineering- Pre-Med Studies (공학 - 예비 의학과정)

✓ Engineering- Secondary Chemistry Education (공학 - 중등 화학

교육)

✓ Engineering- Secondary Mathematics Education (공학 - 중등 수

학교육)

✓ Engineering- Secondary Physics Education (공학 - 중등 물리교

육)

✓ Geology (BS) (지질학)

✓ Geological Engineering (BS) (지질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BS) (기계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Manufacturing (기계공학 - 제조)

SCHOOL OF JOURNALISM & NEW MEDIA (언론방송대학)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BS) (통합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 Journalism (BAJ) (언론학)

✓ Journalism- Journalism Broadcast (언론학- 방송학)

✓ Journalism- Journalism News- Editorial (언론학- 언론뉴스 편집)

SCHOOL OF PHARMACY (약학대학)

✓ Pharmaceutical Sciences (BS) degree to prepare for PharmD 

(약학과학 (박사준비과정))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d Degree)

COLLEGE OF LIBERAL ARTS (인문자유교양대학원)

✓ History (MA) (역사학 )

✓ Mathematics (MA) (수학)

✓ Mathematics (MS) (수학)

✓ Modern Languages (MA) (현대언어 )

✓ Southern Studies (MA) (남방학 )

✓ Philosophy (MA) (철학 )

✓ Political Science (MA) (정치학 )

✓ Music (MM) (음악 )

✓ Biological Science (MS) (생물과학 )

✓ Chemistry (MS) (STEM-designated degree) (화학 (STEM 지정

분야))

PATTERSON SCHOOL OF ACCOUNTANCY (회계대학원)

✓ Accountancy (M. Accy.) (회계학 )

✓ Accountancy and Data Analytics (M.A.D.A.) (회계학과 데이터 분

석 (M.A.D.A))

✓ Taxation (M. Tax.) (조세학 (M. Tax))

✓ Taxation and Data Analytics (M.T.D.A.) (조세와 데이터 분석 )

SCHOOL OF APPLIED SCIENCES (응용과학대학원)

✓ Criminal Justice (MCJ) (형사행정학)

✓ Exercise Science (MSES) (운동과학)

✓ Health Promotion (MS) (건강증진)

✓ Food and Nutrition Services (MS) (식품영양)

✓ Sport and Recreation (MS)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 Social Work (MSW)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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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 (경영대학원)

✓ Business Administration (MBA) (경영학)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원)

✓ Higher Education/Student Personnel (MA) (고등교육/학생관리)

SCHOOL OF ENGINEERING (공과대학원)

✓ Engineering Science (MSES) (공학과학)

✓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

✓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

✓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

✓ Computational Hydroscience (전산 수질관리과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 Electromagnetics (전자기학)

✓ Telecommunications (전자통신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

✓ Aeroacoustics (항공음향학)

SCHOOL OF JOURNALISM & NEW MEDIA (언론방송대학원)

✓ Journalism (MA) (언론학 )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MS) (통합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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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 전체 대학교 순위 104위

⚫ 미국 최고 공립대학 순위 44위

⚫ 국제경영 학부과정, 석사과정 미국 내 1위

⚫ 신입학 학생들의 첫번째 해 최고 순위 3위

⚫ 교내 교수, 학생 그룹토의 학습 커뮤니티 순위 20위

⚫ 운동과학 박사학위과정 미국 내 1위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01년

위치 미국 -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 - 콜롬비
아(Columbia)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34,795명 (유학생 약 2.4%) 

아카데믹 총 16개 단과대학

우수전공분야 국제경영, 국제MBA, 교육, 공학, 법학, 간호학, 화학, 임상
심리, 지구과학, 경제학, 영문학, 보건관리경영, 역사학, 도
서관&정보학, 수학, 물리치료, 정치과학, 사회문제, 공공
보건, 재활상담, 사회복지, 사회학, 사회심리, 언어병리학, 
통계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8월, 1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주립대학교이며, 연구 중심의 종합

대학교입니다 International Business(국제 경영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

를 제치고 8년동안 전미 1위로 랭크 되어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우

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영학을 비롯한 다른 비즈니스 계열의 전공도 모두 전미 30위권으로

비즈니스 계열 전공에 특히 강한 대학입니다. 이외에도 화학공학, 토목공학도

미국 내 100위권 내에 랭크 되어 공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oeing, IBM, Siemens 등 유수의 회사 및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뛰어난 인턴십 또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싶습

니다. 



캠퍼스가 위치한 Columbia는 미국 내 최고의 대학 도시 3위에 올라있을 만

큼 안전하고 훌륭한 면학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내에 500여개가 넘는

다양한 학생 클럽 및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들과 학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연대가 매우 강하여 취업에도 매우 유리한 환경을 지니

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졸업생들이 Amazon, Bank of America, CNN, 

Deloitte, Google, IBM 등의 글로벌 기업들로 취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104 미국 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44 미국 주립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1 미국 국제경영학 학부, 대학원 순위 (20년 이상),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Top 5 미국 간호학부 순위

#22 취업 준비생을 위한 최고의 주립대학, Times Higher 
Education, 2016

324 전공과 부전공 학위과정 수

Top Top Global University, US News and World Report, 
2017

Research 32개의 연구성과와 지역협력 부문 최고 대학들 중 하나, 
Carnegie Foundation

300,000 전 세계 동문 네트워크

95+ 유학생 출신국

#3 신입생 최고의 만족도 대학,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Top 우등학위 부문 우수 주립대학, Public Honors College 
since 2012

#1 스포츠 과학, 체육학, 엔터테인먼트 경영학 순위, Shanghai 
Rankings, 2018

#6 가장 안전한 캠퍼스, ADT Security, 2018

500+ 스포츠팀 등 재학생 단체의 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
(Columbia, South Carolina)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콜롬비아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도로, 인구 약 12만여명을 보유한

가장 큰 도시 입니다. 미국 내 최고의 대학 도시 3위로 올라있을 만큼 안전하

고 훌륭한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 무역의 중심지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을 가지고 있는 인기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작은 마

을의 친절함과 큰 도시의 매력이 독특하게 조화되어 있으며, 도시전체, 지역

사회 및 이웃 도시간의 다양한 축제들로 풍성한 환영의 장소입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미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

어진 미국 최초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콜롬비아 이름에서 코카콜라의

‘콜라’가 오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다(Soda) 도시’로 친숙하게 불리

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더운 여름과 온화한 겨울을 가졌으며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농산물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콜롬비아(Columbia)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수도

중형급의 역사, 음식, 음악, 댄스의 도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인구 133,451

#2 신세대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SmartAsset, 2018

#3 베스트 대학도시, Livability.com, 2016

#69 취업자 증가 수, Forbes, 2018

Best 젊은 전문가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Niche.com, 
2019

#3 미국에서 가장 친근한 주(State), Big 7 Travel, 2019

217 연 평균 맑은 날 수

기온 여름 평균 35°C, 겨울 평균 14.6°C

인근 도시 찰스타운(Charlestown) - 차량으로 1.5시간
애틀란타(Atlanta) - 차량으로 3시간
뉴욕(New York) - 항공으로 2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학부 및 석사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

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입학시험(SAT, ACT, GRE, GMAT 등) 성적

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

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2~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 *석사 패스웨이는 2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인문&과학, 경영, 공학&컴퓨터, 호텔/소매/스포츠 경영, 정보&커뮤니케이

션, 음악, 약학, 공공보건, 사회복지 (해당전공분야의 세부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입학과정은 GRE나 GMAT이 입학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상이)

■ 전공분야

호텔/소매/스포츠경영(국제 호텔&관광경영, 스포츠&엔터테인먼트경영), 

공학&컴퓨터(생명공학, 기계, 토목, 화학, 전기, 항공, 소프트웨어, 공학경영)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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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예술과학대학

✓ African-American Studies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 Anthropology (인류학)

✓ Art Education (예술 교육)

✓ Art History (미술사)

✓ Art Studio (아트 스튜디오 )

✓ Art Studio- 3D Studies (Sculpture) (아트 스튜디오- 3D (조각))

✓ Art Studio- Ceramics (아트 스튜디오- 도예)

✓ Art Studio- Drawing (아트 스튜디오- 소묘)

✓ Art Studio- Graphic Design (아트 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 Art Studio- Painting (아트 스튜디오- 회화)

✓ Art Studio- Photography (아트 스튜디오- 사진)

✓ Art Studio- Printmaking (아트 스튜디오- 인쇄)

✓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 Biological Sciences (생물과학)

✓ Cardiovascular Technology (심혈관 기술학)

✓ Chemistry (화학)

✓ Chinese Studies (중국학)

✓ Classics (서양고전학)

✓ Comparative Literature (비교 문학)

✓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범죄학과 형사행정학)

✓ Dance (무용)

✓ Economics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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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영어)

✓ Environmental Science (환경 과학)

✓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

✓ Film and Media Studies (영상과 미디어)

✓ French (프랑스어)

✓ Geography (지리학 )

✓ Geological Sciences (지질 과학)

✓ Geophysics (지구물리학)

✓ German (독일어)

✓ Global Studies (국제학)

✓ History (역사)

✓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 Marine Science (해양 과학)

✓ Mathematics (수학)

✓ Media Arts (미디어 아트)

✓ Philosophy (철학)

✓ Physics (물리학)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Experimental Psychology (실험심리학)

✓ Religious Studies (종교학)

✓ Russian (러시아어)

✓ Sociology (사회학)

✓ Spanish (스페인어)

✓ Statistics (통계학)

✓ Theatre (연극)

✓ Women's and General Studies (여성젠더학)

Darla Moore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학)

✓ Business Economics (경영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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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e (재무)

✓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

✓ Management (경영관리)

✓ Operations and Supply Chain (공급망관리)

✓ Marketing (마케팅)

✓ Real Estate (부동산)

✓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위험관리와 보험)

College of Education (교육대학)

✓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

✓ Elementary Education (초등교육)

✓ Middle Level Education (중등교육)

✓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College of Engineering and Computing (공학전산대학)

✓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 공학)

✓ Biomedical Engineering (생물의학 공학)

✓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토목환경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컴퓨터 정보 시스템)

✓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Integrated Information Technology (통합정보기술)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College of Hospitality, Retail and Sport Management (호텔, 소매, 스

포츠경영대학)

✓ Hospitality Management (호텔경영)

✓ Tourism Management (관광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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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ailing (소매업)

✓ Retailing- Fashion Merchandising (소매업- 의류판매)

✓ Retailing- Retail Management (소매업- 소매업 경영)

✓ Sport and Entertainment Management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경

영)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정보통신대학)

✓ Advertising (광고)

✓ Broadcast Journalism (방송학)

✓ Information Science (정보과학)

✓ Journalism (신문학)

✓ Mass Communications (언론학)

✓ Public Relations (홍보)

✓ Visual Communications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School of Music (음악대학)

✓ Composition (작곡)

✓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

✓ Music Education- Band (음악교육- 밴드)

✓ Music Education- Strings (음악교육- 현악기)

✓ Music Education-Vocal (음악교육- 보컬)

✓ Music Education- Jazz Studies (음악교육- 재즈)

✓ Performance (공연)

✓ Performance- Brass (공연- 금관악기)

✓ Performance- Guitar (공연- 기타)

✓ Performance- Organ (공연- 오르간)

✓ Performance- Percussion (공연- 타악기)

✓ Performance- Piano (공연- 피아노)

✓ Performance- Strings (공연- 현악기)

✓ Performance- Voice (공연- 성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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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Woodwinds (공연- 목관악기)

✓ Theory (음악이론)

College of Nursing (간호대학)

✓ Nursing (간호)

South Carolina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

✓ Pharmacy (BS to Pahrm. D Six-Year Program) (약학 )

Arnold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

✓ Exercise Science (운동과학)

✓ Public Health (공중보건 )

College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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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d Degree)

College of Engineering and Computing (공학전산대학원)

✓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 공학 )

✓ Biomedical Engineering (생의학공학)

✓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

✓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Engineering (기술

혁과 기업가정신 )

College of Hospitality, Retail and Sport Management (호텔, 소매, 스

포츠경영대학)

✓ International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국제호텔관

광 경영 )

✓ Sport and Entertainment Management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경

영)

Arnold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Exercise Science (운동과학 )

✓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환경보건과학)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예술과학대학원)

✓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범죄학과 형사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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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CF)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 전체 대학교 순위 166위

⚫ 전 세계 호텔 경영 학교 중 TOP 2로 호텔 경영이 매우 우수

⚫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Most Innovative Schools) 16위

⚫ 컴퓨터공학을 포함한 공학계열 전공 우수

⚫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학 중 하나

⚫ 보잉, 디즈니, 록히드 마틴, 지멘스 등의 대기업들과 산학협동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CF)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963년

위치 미국 - 플로리다(Florida)주 - 올랜도(Orlando)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68,571명 (유학생 2.3%)

아카데믹 총 13개 단과대학 (학사학위 93개, 석사학위84개, 박사학
위 31개)

우수전공분야 공학, 교육, 간호학, 컴퓨터사이언스, 건강관리경영, 물리
학, 사회문제, 사회복지, 심리학, 생명과학, 언어병리학, 호
텔경영, 재무, 생물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9월, 1월)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UCF)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위치한 연

구중심의 주립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교 랭킹 166위,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로 미국 내 13위에 올라와 있으며, 13개의 단과 대학에서 200개 이상의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트디즈니랜드와 UCF의 호텔경영학과가 함께 제공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

램도 제공하며, 많은 재학생들이 지역 호텔 및 리조트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UCF는 호텔경영학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

퓨터공학, 산업/제조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50-60위권에 랭크 되어있을

만큼 공학분야에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 받습니다. 광학 및 레이저,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과학, 비즈니스, 교육, 호텔경영, 건

강관리, 비디오 게임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전공에 걸쳐 학문, 연구, 산학연계

부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학교 입니다. 



플로리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아카데미(FIEA)는 The Princeton 

Review에서 전국 최고의 비디오 게임 학교로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나노

과학, 태양에너지, 포렌식 과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

들이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내 시설 및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

으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또한 Boeing, 

Disney, Siemens 등 유수의 회사 및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에게 인턴십 또는 취업의 기회를 왕성하게 제공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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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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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미국 전체 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Top 100 주립대학 순위, 2020,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49 미국 내 최고의 학부 교육,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64 신입생 만족도, 2020

68,000 재학생 수

#2 세계 호텔경영학부 순위, CEO World Magazine, 2017

#16 가장 혁신적인 대학,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82 베스트 공학학부, US News and World Report, 2018

#50 학부 연구 프로젝트,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1.5억 외부 연구비 조달액, 2017

$10억+ 지난 10년간 외부에서 조달한 연구용역비 총액

Best 가장 교육받을 가치있는 대학들 중의 하나, Kiplinger, 
Forbes, The Princeton Review

Research 나노 과학, 태양에너지, 포렌식 과학으로 특화된 연구센터들

Top 5 신입생 5대 전공들 - 공학, 컴퓨터과학, 생의학과학, 생물학, 
심리학

#1 우주항공 방위산업기업들에 가장 많은 취업자를 배출한 대학, 
Aviation Week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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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올랜도 (Orlando,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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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중부에 있는 도시인 올랜도는 미국에서 26번째 규모의 도시로 아

름다운 도시(“The City Beautiful”)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랜도는 오렌

지 재배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본래 오렌지를 집산하는 지방의 평범한 도시

였으나, 1971년 부근에 대규모 테마파크인 디즈니월드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모습이 크게 변하였습니다. 이후 디즈니월드와 함께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대규모 컨벤션 센터와 각종 박람회, 전시

회가 자주 열려 관광객들과 기업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운타운에는 거대한 복합 문화쇼핑 단지인 디즈니 스프링스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다운타운을 벗어난 도시외곽에는 수 많은 호수와 공원을 가지고 있어

주 자체내의 슬로건인 ‘The City Beautiful’에 걸맞게 태양과 신록이 넘쳐

흐릅니다. 

아열대성의 기후로 6~9월이 우기이므로 무덥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



리지만 저녁 때의 날씨는 대체로 선선해집니다. 건기는 10월부터 시작해서 5

월에 끝나는데 겨울에는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하이테크 산업 성장과 함께 생명과학, 의료혁신, 호텔 및 관광경영, 기술 발전

의 중심 도시인만큼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인턴십 및 취업

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올랜도(Orlando)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이자 기술, 생명과학, 의료혁신, 호텔관광경영

기업의 도시

UCF는 이들의 중심에 선 대학 - 연구협력, 인턴십,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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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취업하기 좋은 대도시, Forbes 2018

#5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도시, World Atlas 2016

48백만 연간 방문객 수, World Atlas 2016

#34 젊은 전문가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도시, Niche, 2019

236 Sunny Days a year

#26 미국의 도시 규모

기온 여름 평균 33.2°C, 겨울 평균 21.5°C

인근 도시 마이애미(Miami) - 차량으로 3.5시간
뉴올리언즈(New Orleans) - 항공으로 1.5시간
뉴욕(New York) - 항공으로 2.5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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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

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대

학교 입학시험인 SAT 또는 ACT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

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GAA(Global Achievement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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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예술&인문, 경영, 교육&인류행동, 공학&컴퓨터 사이언스, 보건&사회문제, 

의학, 간호학, 광학&포토닉스, 호텔경영, 과학, 커뮤니케이션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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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Arts & Humanities 예술인문대학

✓ Art- Emerging Media (예술 - 신흥미디어)

✓ Art- Emerging Media- Character Animation (예술 - 신흥미디어-

캐릭터애니메이션)

✓ Art- Emerging Media-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 - 신흥미디

어- 실험 애니메이션)

✓ Art- Emerging Media- Graphic Design (예술 - 신흥미디어- 그래

픽 디자인)

✓ Art- History (예술 - 미술사)

✓ Art- Studio (예술 - 스튜디오 아트)

✓ Art- Visual Arts and Emerging Media Management (예술 - 시각

예술과 신흥 미디어 관리)

✓ Digital Media (디지털 미디어)

✓ Digital Media- Game Design (디지털 미디어- 게임 디자인)

✓ Digital Media- Web Design (디지털 미디어- 웹 디자인)

✓ English- Creative Writing (영어- 창작)

✓ English- Literature (영어- 문학)

✓ English- Technical Communication (영어-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 Film (B.F.A.) (영화 (B.F.A.))

✓ Film (B.A.) (영화 (B.A.))

✓ French and Francophone Studies (불어와 불어권지역학)

✓ History (역사)

✓ Humanities and Cultural Studies (인문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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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in American Studies (라틴 아메리카학)

✓ Music (음악)

✓ Music Education (음악 교육)

✓ Music- Jazz Studies (음악- 재즈학)

✓ Music- Music Composition (음악- 음악 작곡)

✓ Music- Music Performance (음악- 음악 공연)

✓ Philosophy (철학)

✓ Religion and Cultural Studies (종교와 문화)

✓ Spanish (스페인어)

✓ Theatre- Acting (연극- 연기 )

✓ Theatre- Design and Technology (연극- 무대디자인과 기술)

✓ Theatre- Musical Theatre (연극- 뮤지컬 공연장)

✓ Theatre - Stage Management (연극- 무대관리)

✓ Theatre Studies (연극학)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학)

✓ Economics (경제학)

✓ Economics, Business (경제, 경영)

✓ Finance (재무)

✓ Integrated Business (통합 경영)

✓ Management (경영관리)

✓ Marketing (마케팅 )

✓ Real Estate (부동산)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Performance (교육대학)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 Pre-

Kindergarten (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원)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Early Childhood 

Development (유아발달과 교육- 유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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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ary Education (초등교육)

✓ Elementary Education- K6 Certificate (초등교육 (K~6학년))

✓ Elementary Education- Lifelong Learning (초등교육- 평생교육)

✓ Secondary Education- English Language Arts Education-

Lifelong Learning (중등교육- 영어예술교육- 평생교육)

✓ Secondary Education- English Language Arts Education (중등

교육- 영어예술교육)

✓ Secondary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Lifelong 

Learning (중등교육- 수학교육- 평생교육)

✓ Secondary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중등교육- 수학

교육)

✓ Secondary Education- Science Education- Lifelong Learning 

(중등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

✓ Secondary Education- Science Education- Biology (중등교육-

과학교육- 생물)

✓ Secondary Education- Science Education- Chemistry (중등교육

- 과학교육- 화학)

✓ Secondary Education- Science Education- Physics-Lifelong 

Learning (중등교육- 과학교육- 물리- 평생교육)

✓ Secondary Education- Science Education- Physics (중등교육-

과학교육- 물리)

✓ Technical Education and Industry Training (기술교육과 산업체연

수)

✓ Teacher Education- Art Education- Lifelong Learning (교사교육

- 예술교육- 평생교육)

✓ Teacher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Lifelong Learning (교

사교육- 체육- 평생교육)

✓ Teacher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교사교육- 체육)

✓ Teacher Education- World Languages Education-Lifelong 

Learning (교사교육- 세계 언어 교육-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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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 Education- World Languages Education-Education 

(교사교육- 세계 언어 교육)

✓ Teacher Education- Art Education (교사교육- 예술교육)

College of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공학, 컴퓨터과학대학)

✓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 공학)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Computer Engineering- Comprehensive (컴퓨터 공학- 통합)

✓ Computer Engineering- Digital Circuits (컴퓨터 공학- 디지털회로)

✓ Computer Sciences (컴퓨터 과학)

✓ Construction Engineering (건설 공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Electrical Engineering- Communications and Signal 

Processing (전기 공학- 통신 및 신호처리)

✓ Electrical Engineering - Comprehensive (전기 공학- 통합)

✓ Electrical Engineering- Power and Renewable Energy (전기 공

학- 동력과 재생가능에너지)

✓ Electrical Engineering- RF and Microwaves (전기 공학- RF와 극

초단파)

✓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 공학)

✓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 공학)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College of Health and Public Affairs (보건대학)

✓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의사소통과학과 장애)

✓ Criminal Justice (형사행정학)

✓ Health Informatics and Information Management (건강정보 관리)

✓ Health Sciences- Health Promotion (건강과학- 건강증진)

✓ Health Sciences Pre-Clinical (건강과학 - 예비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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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보건행정)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

✓ Social Work (사회복지)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Biomedical Sciences (생의학과학 )

✓ Biomedical Sciences- Pre-Clinical (생의학과학 - 예비 임상)

✓ Biomedical Sciences-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생의학과

학 - 분자와 세포생물학)

✓ Biomedical Sciences- Molecular Microbiology (생의학과학 - 분

자 미생물학)

✓ Biomedical Sciences- Neuroscience (생의학과학 - 신경과학)

✓ Biotechnology (생명공학)

✓ Medical Laboratory Sciences (임상병리학)

College of Nursing (간호대학)

✓ Nursing (간호)

College of Optics & Photonics (광전자대학)

✓ Photonic Science and Engineering (광전자과학공학)

Rosen College of Hospitality Management (호텔경영대학)

✓ Entertainment Management (엔터테인먼트 경영)

✓ Event Management (이벤트 관리)

✓ Hospitality Management (호텔 경영 )

✓ Restaurant & Food Service Management (레스토랑과 외식경영)

College of Sciences (자연과학대학)

✓ Anthropology (인류학)

✓ Biology (생물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Biology- Ecology, Evolutionary and Conservation Biology (생물

학- 생태, 진화 및 보존 생물학)

✓ Biology- Marine and Aquatic Biology (생물학- 해양 및 수생물학)

✓ Biology- Plant Sciences (생물학- 식물과학)

✓ Biology- Pre-health Professional Biology (생물학- 건강예방 생물

학 )

✓ Biology- Zoology and Pre-Veterinarian Science (생물학- 동물학

및 예비 수의학 과정 )

✓ Chemistry (화학)

✓ Forensic Sciences (법의 과학)

✓ Forensic Sciences- Biochemistry (법의 과학 - 생화학)

✓ Forensic Sciences- Chemistry (법의 과학 - 화학)

✓ Mathematics (수학)

✓ Physics (물리학)

✓ Political Sciences (정치학)

✓ Political Sciences- Pre-Law (정치학- 예비 법학 과정)

✓ Psychology (심리학)

✓ Sociology (사회학)

✓ Statistics (통계)

Nicholson School of Communication (신문방송대학)

✓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광고-홍보)

✓ Communication and Conflict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 Human Communication (대인 커뮤니케이션)

✓ Journalism (언론)

✓ Radio/TV (라디오/TV)

✓ Interdisciplinary Studies 다원학 (Interdisciplinary Studies 다원학)

✓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 )

✓ Interdisciplinary Studies (다원학)

✓ Interdisciplinary Studies- Diversity Studies (다원학 - 다양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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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턴 대학교 (University of Dayton, UD)
패스웨이 프로그램

⚫ 공학연구분야에 국가지원을 받는 미국 최고의 카톨릭 대학교

⚫ 미국 전체 대학교 순위 132위

⚫ 공학분야 국내 56위

⚫ Top 50 “Colleges that create futures” 대학교

⚫ 졸업생 취업률 96% 이상

⚫ 학생:교수 비율 15:1



데이턴 대학교(University of Dayton, UD)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50년

위치 미국 - 오하이오(Ohio)주 - 데이턴(Dayton)

운영형태 사립대학교

학생수 11,241 (유학생 5.2%)

아카데믹 5개 단과대학

우수전공분야 경영, 공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 (9월, 1월)

University of Dayton (데이턴 대학교)은 1850년에 설립된 카톨릭계 종합

사립대학으로 오하이오주에서 두번째로 큰 사립대학교 입니다. 인문과학, 경

영, 교육, 공대, 법학 등의 단과 대학에서 80여 개의 학사 학위과정 그리고 20

여 개의 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학(Human Rights Studies) 

전공을 미국에서 최초로 개설한 대학교입니다. 

데이턴 대학교는 미국 내 카톨릭 대학교 중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대학교 1위에 랭크 되었으며 연간 1.5억불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비전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꾸준히 개척하고 있

어 데이턴 대학교 캠퍼스 내에 GE Aviation과 Emerson의 연구시설이 유치

하여 학생들이 전문가와 함께 연구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

업과 더불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미국 최고의 50개 대학 중 하

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데이턴 대학은 전체 학부생이 8천명이 조금 넘는 중간 규모의 사립대학으로

전체 수업의 5%정도만이 50명이 넘는 규모의 수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

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숙사를 비



롯한 학교시설이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시설 또한 현대식으로 잘 갖춰

져 있습니다. 프린스턴 리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0%의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University of Dayton

#1 미 카톨릭 대학교들 중 공학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수주,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7

#1 미 연방정부 재료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수주,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7

#9 의대없는 대학 중 연구개발 지원금 수주,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7

#132 미국 대학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54 베스트 공학 학부, U.S News & World Report

#42 베스트 우주공학 학부, U.S News & World Report

#58 미래를 여는 대학 순위, The Princeton Review

$1.5억 연간 연구비 수주액

Best 교육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학, Kiplinger's Personal 
Finance

#11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The Princeton review

1st 미국 최초의 인권학 개설대학

Top 10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들, The Princeton review

118,000 세계 전역의 동창생 네트워크

27 평균 클래스 규모

14:1 학생 대 교수 비율

85% 학부생, 캠퍼스 내 기숙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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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Acre 캠퍼스 규모(약 50만평)

#39 미국 내 제일 맛있는 구내식당, Niche.com, 2019

270 재학생 단체들

Research GE 항공 연구소(GE Aviation EPISCenter)를 캠퍼스 내
에서 운영

FAA 미연방항공관리국, MIT, Stanford 등 14개 대학들만 참
여하는 파트너십

97%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거나 대학원 진학

29,720+ 대학에서 의뢰 받은 취업가능 일자리 개수, 

6,500 인턴십 & Co-op 개수

취업/인턴십 Coca-Cola, Groupon, Honda, Intel, JPMorgan 
Chase, Peace Corps, PepsiCo, Proctor & Gamble, 
Walt Disney Company



오하이오주 데이턴 (Dayton, Ohio)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오하이오주 남서부의 마이애미 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는 데이턴은 인구 80만

명의 도시로 오하이오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

은 도시 Top 100에 뽑힌 도시이며, 비행기 발명자인 라이트 형제의 고향으

로 비행기의 탄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의 발상지로 항공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해 왔으며, 항공 유산 국립 역

사공원에는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최초의 비행기부터 NASA 우주 왕복선을

관람할 수 있는 미 공군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of United States 

Air Force)이 위치해 있어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을 비롯한 역사의 흐름

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에 위치한 분 쇼프 디스커버리 박물관, 고고학 공원 및 마이너리

그 야구장 또한 명소로서 데이턴 지역을 꾸준하게 찾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턴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커리어를 위한 미국 최고의 도시 17위에 선정되었으며, 항공우주산

업, 항공, 의료 및 교육분야 산업이 인기가 높습니다. 

데이턴(Dayton)
✓ 데이턴 대학에서 다운타운까지 2마일, 음악, 뮤지컬, 미술, 연극과 영화의

도시

✓ 미 대륙 중심부에 위치

✓ 항공의 도시 -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발명한 도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Top 100 살고 싶은 도시, US News and World Report

#69 가장 살기좋은 도시,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25 STEM 종사자들이 살기 가장 좋은 도시, WalletHub, 
2018

#8 가장 저렴한 생활비의 도시, Niche.com, 2019

인구 140,640

주요산업 우주항공, 보건, IT

기온 여름 평균 28.8°C, 겨울 평균 1.5°C

인근 도시 컬럼버스(Columbus) - 차량으로 1.5시간
시카고(Chicago) - 항공으로 1.5시간
뉴욕(New York) - 항공으로 2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턴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데이턴 대학교의 학부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학위과정에

따른 입학시험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

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본과정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데이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데이턴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2~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 *석사 패스웨이는 2회)



데이턴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데이턴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속성과정은 GRE나 GMAT이 입학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 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데이턴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학)

✓ Business Economics (경영 경제학)

✓ Discover Business (경영학 탐구)

✓ Economics (경제학)

✓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 Finance - BSB (재무)

✓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국제경영관리)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시스템)

✓ Marketing (마케팅)

✓ Operations and Supply Management (공급망 운영관리)

Schoo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공학, 컴퓨터과학대학)

✓ Chemical Engineering - BCE (화학 공학)

✓ Civil Engineering - BCE (토목 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 BS (컴퓨터 정보 시스템)

✓ Computer Science - BS (컴퓨터 과학)

✓ Discover Engineering (공학 탐구)

✓ Electrical Engineering - BEE (전기 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기계 공학 기술)

✓ Discover Engineering Technology (공학기술 탐구)

✓ Electronic & Computer Engineering Technology (전자 및 컴퓨터

공학기술 )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lobal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Technology (글로

벌 제조 시스템 공학 기술)

✓ Industrial Engineering Technology (산업 공학 기술 )

Robert B. Willumstad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

Ruth S. Ammon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Gordon F. Derner School of Psychology (심리대학)

✓ Neuroscience (신경과학)

Robert B. Willumstad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

Ruth S. Ammon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lobal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Technology (글로

벌 제조 시스템 공학 기술)

✓ Industrial Engineering Technology (산업 공학 기술 )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예술과학대학)

✓ Applied Mathematical Economics (응용수학경제학)

✓ Art History (미술사)

✓ Biochemistry (생화학)

✓ Biology (생물학)

✓ Chemistry (화학)

✓ Communication (언론 (커뮤니케이션))

✓ Criminal Justice Studies (형사 사법학)

✓ Discover Arts (예술 탐구)

✓ Discover Sciences (과학 탐구)

✓ English (영어)

✓ Environmental Biology (환경 생물학)

✓ Environmental Geology (환경 지질학)

✓ Fine Arts (순수예술(미술))

✓ French (프랑스어)

✓ General Studies (전공미정)

✓ Geology (지질학)

✓ German (독일어)

✓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 History (역사)

✓ Human Rights Studies (인권학)

✓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 Mathematics - BS (수학)

✓ Medicinal-Pharmaceutical Chemistry (의약-제약 화학)

✓ Music (음악)

✓ Music Composition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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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 Music Performance (음악 공연)

✓ Music Therapy (음악 치료)

✓ Philosophy (철학)

✓ Photography (사진학)

✓ Physical Science (물리 과학)

✓ Physics (물리학)

✓ Physics - Computer Science (물리 - 컴퓨터과학)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Pre-law (법대 준비 과정 )

✓ Psychology - BA (심리학)

✓ Psychology - BS (심리학)

✓ Religious Studies (종교학)

✓ Sociology (사회학)

✓ Spanish (스페인어)

✓ Sustainability - BS (지속가능성)

✓ Sustainability - BA (지속가능성)

✓ Sustainability- Energy (지속가능성- 에너지)

✓ Sustainability- Food systems (지속가능성- 식품 시스템)

✓ Sustainability- Sustainable Watersheds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의 분수령)

✓ Sustainability- Urban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도시 지속가능성)

✓ Theatre, Dance & Performance Technology (연극, 무용 및 공연

기술 )

✓ Visual Arts (시각예술)

✓ Women’s & Gender Studies (여성젠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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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Education and Health Sciences (교육보건대학)

✓ Adolescence to Young Adult Education (청소년과 성인 교육)

✓ Discover Teacher Education (교사 교육 탐구)

✓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교육)

✓ Foreign Language Education (외국어 교육 )

✓ Middle Childhood Education/Intervention Specialist (중등교육 /

중재전문가)

✓ Middle Childhood Education (중등교육)

✓ Intervention Specialist (Special Education) (중재전문가 (특수교

육) )

✓ Pre-Kindergarten (G5) (어린이집 교사 교육)

✓ Secondary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중등 카톨릭 종교 교육)

✓ Exercise Physiology (운동 생리학)

✓ Exercise Science (운동 과학 )

✓ Pre-Physical Therapy (예비 물리치료사 과정 )

✓ Sport Management (스포츠 경영)

✓ Art Education (미술 교육)

✓ Pre-dentistry (예비 치의학 과정 )

✓ Pre-medicine (예비 의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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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d Degree)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원)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MBA)

✓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경영 - 마케팅)

✓ Business Administration - Cyber Security (경영 - 사이버 보안)

✓ Business Administration - Finance (경영 - 재무)

✓ Business Administration - MBA (경영 - MBA)

✓ Master of Finance (MFin) (재무 석사)

✓ Finance (재무)

School of Engineering (공과대학원)

✓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 공학 )

✓ Bioengineering (생명공학 )

✓ Chemical Engineering - MS (화학공학 )

✓ Civil Engineering - MS (토목공학 )

✓ Computer Engineering - MS (컴퓨터 공학 )

✓ Electrical Engineering - MS (전기공학 )

✓ Electro-Optics (전자광학 )

✓ Engineering Management (공학 관리)

✓ Engineering Mechanics (공학 기계)

✓ Materials Engineering - ME (물질 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 MS (기계 공학)

✓ Renewable and Clean Energy (재생 및 청정 에너지)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인문과학대학원)

✓ Chemistry - MS (화학)

✓ Computer Science - MS (컴퓨터 과학)

✓ English - MA (영어학 )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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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Education and Health Sciences (교육보건대학원)

✓ Interdisciplinary Educational Studies (다원적 교육학)

✓ Transdisciplinary Early Childhood Education (삼원적 유아교육학)

School of Law (법학대학원)

✓ Master of Laws - LLM (LLM(법학석사))

✓ American and Transnational Law (미국법과 초 국가 법)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 전체 대학교 순위 132위, 미국 주립대학교순위 60위

⚫ 카네기가 선정한 최고의 연구 중심 주립대학교

⚫ 세계 대학 순위 231위

⚫ 미국 내 가장 다양한 캠퍼스로 선정 (US News)

⚫ 컴퓨터 과학, 생체 공학, 교육, 디자인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연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965년

위치 미국 - 일리노이(Illinois)주 - 시카고(Chicago)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33,390명 (유학생 5%)

아카데믹 총 15개 단과대학 (학사학위 85개+, 석사학위 98개+, 박
사학위 65개+)

우수전공분야 공학, 경영, 교육, 의학, 간호학, 생물학, 화학, 임상심리, 컴
퓨터 사이언스, 지구과학, 경제학, 영문학, 순수예술, 건강
관리경영, 역사학, 수학, 작업치료, 약학, 물리치료, 물리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문제, 공공보건, 사회복지, 사회학, 통
계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는 시카고에

위치한 가장 큰 규모의 주립대학교로서 시카고 유일의 주립 연구대학이며, 카

네기 재단이 선정한 미국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입니다. UIC는 또한 미

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대학학위를 가진 사람들 10명 가운데 1명이 UIC의 졸업생이며, 

일리노이주 의사 8명 가운데 1명이 이곳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일리노이

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약사와 치과의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경영 및 공학분

야는 항상 미국 내 60~70위권을 유지하며, 건축, 디자인 및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대학은 시카고 다운타운(지하철로 10분 이내)과 붙어 있어서, 학생들이 도심

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활동들도 함께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에 항

공, 의약, 금융, 유통회사들이 많아서 학기 중에도 다양한 인턴십 활동의 기회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같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인 UIUC로 편

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도 하여 UIC 학생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

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큰 취업 박

람회 중 하나가 UIC에서 개최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

습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129 미국 대학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Top 25 미국 주립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8

#54 미국 교육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87 미국 경영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4 미국 사회복지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69 미국 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45 미국 생물의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60 미국 산업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61 미국 컴퓨터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64 미국 화학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69 미국 전기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18:1 학생 대 교수 비율

70+ 학부 전공 학위들

Top 20% 시카고 경영학 학부,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7 교육투자에 가장 가치있는 대학들, WSJ & Times 
Higher Education 2018

Top 200 세계 경영, 경제학 학부 순위

#75 미국 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50+ 재학생들이 쓰는 언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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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ore 미국 대학 졸업생 평균 급여보다 많은 급여, College 
Scorecard, 2018

31,000+ 전체 학생 수

Top 100 미국 Best College Locations in America, Niche.com

Top 50 베스트 그래픽디자인 학위, College Choice, 2017

Top 150 최고의 연구기관들, Forbes 2018

R1 미국 최고 등급 연구대학, Carnegie Foundation

$3.7억+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 금액,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7

3,800+ 100여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 수

Most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캠퍼스, US News and World 
Report

300+ 스포츠 팀 등 재학생 단체들

안전 1,000+ 개의 캠퍼스 내 비상경보기, 3분 내 경찰 출동

규모 시카고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5,800 자전거 거치대

469 태양광 패널

3 캠퍼스 내 기차 정거장

취업 200개 이상의 기업이 대학에서 구인
Deloitte, Ernst & Young, General Mills, Google, 
Groupon, JPMorgan Chase, KPMG, Northern Trust, 
PwC, United Airlines



일리노이주 시카고 (Chicago,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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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북동부에 있는 위치한 시카고는 인구가 약 270만 명으로 뉴

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건물들과 장엄

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연간 약 4,50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

하는 경제, 무역, 문화, 시각예술, 문학, 산업, 과학, 통신, 교통의 국제적인 중

심지입니다. 

시카고는 전국 대학의 중심지로 유명한 만큼 약 25만여 명이 50개 이상의 대

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UIC 캠퍼스는 시카고 내에 3개의 캠퍼스를 운

영하고 있는데 제1캠퍼스인 동 캠퍼스는 시카고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웨스

트 사이드 지역 부근에 있어 도심 속 캠퍼스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외에도 서

캠퍼스와 남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한국과 비슷한 기후를 보이며 겨울이 한국보다 한 달 정도 더 길고

추운 정도는 비슷합니다. 실제 기온은 더 떨어지지만 겨울에 차량 이용 시 거



의 걷는 일이 없어 체감 온도는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북쪽 오대호 영향을 받

아 맑은 공기와 미국 내 3위의 순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

고 있으며, 치안도 좋은 편입니다. 한국에서 가는 직항 비행편도 많이 운영되

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약 12시간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곳인 만큼

한인 식당, 미용실, 카페 등 커뮤니티가 편리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물가도 합

리적인 편입니다.

시카고(Chicago)
✓ 대학 캠퍼스는 시카고 시내에 위치

✓ 25만명 이상의 학생이 시카고 시내의 50여개 대학에서 학업 중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3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

40+ 연간 개최되는 영화제

74 뮤직 페스티벌

400 영화관+미술갤러리

7,300 레스토랑

#3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 도시, Ins's Inc 5000, 2018

#6 세계 최고의 혁신도시, UKPMG's Disruptive Tech, 2017

#1 미국에서 가장 다각화된 경제 도시, Moody's Analysis, 2017

30+ 포천 500대 기업의 본사, Chicago Tribune, 2018

#1 미국 최고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도시, IBM's Global Location 
Trends, 2016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

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대학교 입학시험인 SAT 또는 ACT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

야 하지만, 이러한 입학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

해, 좀더 쉽게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2~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0등급이내,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0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응용보건과학, 건축/디자인&예술, 경영, 교육, 공학, 교양&과학, 공공보건, 

도시계획&사회문제 (해당전공분야의 세부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시카고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Applied Health Sciences (응용보건과학대학)

✓ Disability & Human Development (장애와 인간 개발)

✓ Kinesiology (운동요법)

✓ Kinesiology - Exercise Science and Health Promotion (운동요법

- 운동과학과 건강증진)

✓ Kinesiology - Movement Science (운동요법 - 운동과학)

✓ Rehabilitation Sciences (재활과학)

Architecture, Design & the Arts (건축, 디자인, 예술대학)

✓ Acting (연기)

✓ Architecture (건축 )

✓ Art (Studio Arts; Photography; Moving Image; New Media Arts) 

(미술 (스튜디오 아트, 사진, 영상, 신 미디어 예술))

✓ Art History (미술사)

✓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

✓ Integrated Design and Arts (통합 디자인예술)

✓ Music (음악)

✓ Music - Business (음악 - 사업)

✓ Music - Performance (음악 - 공연)

✓ Music - Jazz Studies (음악 - 재즈 연구)

✓ Theatre & Performance (무대와 공연 )

✓ Theatre Design, Production & Technology (무대 디자인제작기술 )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학)

✓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

✓ Finance (재무)

✓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사관리)

✓ Information and Decision Science (경영정보와 의사결정 )

✓ Management (경영관리)

✓ Marketing (마케팅 )

Education (교육대학)

✓ Human Development & Learning (인력개발과 학습)

✓ Urban Education (도시 교육)

✓ Teaching of English (영어 교육)

✓ Teaching of French (프랑스어 교육)

✓ Teaching of German (독일어 교육)

✓ Teaching of History (역사 교육)

✓ Teaching of Mathematics (수학 교육)

✓ Teaching of Spanish (스페인어 교육)

Engineering (공과대학)

✓ Bioengineering (생명 공학 )

✓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 Computer systems (컴퓨터 공학 - 컴퓨터 시

스템)

✓ Computer Science - Human Centered Computing (컴퓨터 공학

- 인간 중심 컴퓨팅)

✓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소프트

웨어 공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 Engineering Management (엔지니어링 관리)

✓ Engineering Physics (공학 물리학)

✓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 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Liberal Arts & Sciences (인문과학대학)

✓ African American Studies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 Anthropology (인류학)

✓ Biochemistry (생화학)

✓ Biological Sciences (생물과학)

✓ Chemistry (화학)

✓ Classical Studies (서양고전학 )

✓ Communication (언론 (커뮤니케이션) )

✓ Criminology, Law and Justice (범죄학, 법 그리고 정의 )

✓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지구와 환경공학 )

✓ Economics (경제학)

✓ English (영어 )

✓ French and Francophone Studies (불어와 불어권지역학)

✓ Gender and Women’s Studies (성과 여성학)

✓ Germanic Studies (독일학)

✓ Germanic Studies with a Business Minor (독일학과 사업소수자)

✓ History (역사학)

✓ Integrated Health Studies - Behavioral Health (통합 건강 연구 -

행동 건강)

✓ Integrated Health Studies - Health and Science (통합 건강 연구

- 건강과 과학)

✓ Latin American and Latino Studies (라틴 아메리카인과 남미학)

✓ Mathematics (수학)

✓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수학과 컴퓨터 과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Neuroscience (신경과학)

✓ Philosophy (철학)

✓ Physics (물리학)

✓ Polish (폴란드어 )

✓ Political Science - Law and Courts (정치학 - 법과 법정)

✓ Political Science - Urban Politics (정치학 - 도시정치학)

✓ Psychology - Applied Psychology (심리학 - 응용 심리학)

✓ Psychology - General Psychology (심리학 - 일반 심리학)

✓ Russian (러시아어)

✓ Sociology (사회학)

✓ Spanish (스페인어 )

✓ Spanish Economics (스페인계 경제학)

✓ Statistics (통계학)

Public Health (보건대학)

✓ Public Health (공중 보건학)

Urban Planning and Public Affairs (도시계획행정대학)

✓ Public Policy (공공정책)

✓ Urban Studies (도시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 Degree)

Architecture, Design & the Arts (건축, 디자인, 예술대학원)

✓ Architecture (MArch) (건축학)

✓ Art History (MA) (미술사)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원)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MBA)

✓ MBA - Accounting (MBA - 회계학)

✓ MBA - Business Analytics (MBA - 경영 통계)

✓ MBA - Economics (MBA - 경제학)

✓ MBA - Entrepreneurship (MBA - 기업가 정신)

✓ MBA - Finance (MBA - 재무)

✓ MBA -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MBA - 국제 경영)

✓ MBA - Marketing (MBA - 마케팅)

✓ MBA - Operatio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MBA - 공급

망 운영관리)

✓ MBA - Real Estate (MBA - 부동산학)

✓ MBA - Self-Directed (MBA - 개인별 특화전공)

✓ Master of Science in Accounting (MSA) (회계학)

✓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 (MSBA) (경영분석)

✓ Master of Science in Finance (MSF) (재무)

✓ 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

보시스템)

✓ Master of Science in Marketing (MSM) (마케팅)

✓ Master of Science in Supply Chain and Operations 

Management (공급망 운영관리)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Education (교육대학원)

✓ Early Childhood Education (M.Ed) (유아 교육)

✓ Instructional Leadership (M.Ed) (리더십)

✓ Instructional Leadership - Education Studies (리더십 - 교육학)

✓ Instructional Leadership - Policy Studies (리더십 - 정책 연구)

✓ Language, Literacies & Learning (M.Ed) (언어, 문학과 학습)

✓ Measurement, Evaluation, Statistics & Assessment (M.Ed) (측

정, 추정, 통계와 평가)

✓ Science Education (M.Ed) (과학 교육)

✓ Special Education (M.Ed) (특수 교육)

✓ Youth Development (M.Ed) (아동발달)

Engineering (공과대학원)

✓ Bioengineering (MS) (생명공학)

✓ Bioinformatics (MS) (생물정보학)

✓ Chemical Engineering (MS) (화학공학)

✓ Civil Engineering (MS) (토목공학)

✓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토목공학 - 건설 공학관리)

✓ Civil Engineering - Environmental Engineering (토목공학 - 환경

공학)

✓ Civil Engineering - Geotechnical &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토목공학 - 지질공학과 지구환경공학 )

✓ Civil Engineering - Materials Engineering (토목공학 - 재료공학)

✓ Civil Engineering - Mechanics (토목공학 - 기계공학)

✓ Civil Engineering - Structural Engineering (토목공학 - 구조공학)

✓ Civil Engineering - Sustainable Infrastructure (토목공학 - 지속

가능한 사회시설)

✓ Civil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토목공학 - 운송

공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Civil Engineering -Water Resources Engineering (토목공학 - 수

자원 공학)

✓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MS) (전기와 컴퓨터 공학)

✓ Energy Engineering (MEE) (에너지 공학)

✓ Industrial Engineering (MS) (산업 공학)

✓ Materials Engineering (MS) (재료 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MS) (기계 공학 )

College of Urban Planning and Public Affairs (도시계획행정대학원)

✓ Master of City Design (MCD) (도시 디자인 )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A) (행정학 )

✓ Public Administration - Financial Management (행정학 - 재무관

리)

✓ Public Administration - Nonprofit Management (행정학 - 비영리

경영)

✓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Management (행정학 - 공공 관리)

✓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Policy (행정학 - 공공 정책)

✓ Public Administration - Self-Directed (행정학 - 개인별 특화 전공)

✓ Master of Urban Planning and Policy (MUPP) (도시 계획과 정책 )

College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원)

✓ Master of Social Work (MSW) (사회복지 )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인문과학대학원)

✓ Applied Economics (MA) (응용경제학)

✓ Communication (MA) (언론 (커뮤니케이션))

✓ Latin American and Latino Studies (MA) (라틴 아메리카인과 남미

학)

✓ Political Science (MA) (정치학 )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퍼시픽 대학교 (University of the Pacific, UOP)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 대학교

⚫ 미국 대학교 전체 순위 125위

⚫ 미국 내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Top 10

⚫ 평균 학생 수 19명의 소규모 클래스 운영



퍼시픽 대학교(University of the Pacific, UOP)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51년

위치 미국 -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 스톡턴(Stockton)

운영형태 사립대학교

학생수 총 6,493명 (유학생 6.4%)

아카데믹 총 9개 단과대학 (전공분야 80개 이상)

우수전공분야 공학, 경영, 약학, 물리치료, 음악사, 음악치료, 음악경영, 
영화관련, 사회학, 교육, 국제관계, 생물, 화학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1851년에 설립되어 17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퍼시픽 대학교는 캘리포

니아에서 처음으로 음대와 의대 과정을 시작하였고 이에 음악치료를 비롯한

음악전공 과정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캘리포니아주 119개의 사립 및 주립대

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졸업생 연봉이 높은 대학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 법학, 약학, 공학 등 여러 전공분야에서 우수성을 자랑하며, 15편 이상

의 영화가 촬영될 정도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약

6,500여 명이며 학생:교수의 비율이 12:1로 소규모의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이 특징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스톡턴,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에 총 3개의 캠퍼스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들에 대한

깊은 배려도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Chi & Chat이라

는 파티를 열어서 유학생들과 외국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인맥을 쌓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Pride - University of Pacific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125 미국 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3 소규모 대학 졸업생들의 급여 수준, The Whitehouse 
College Scorecard, 2018

#10 캘리포니아 주, 경영대학 랭킹, College Choice, 2018

#53 교육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학

#75 역동적이고 학생지원에 적극적인 대학들, WSJ, Times 
Higher Education, 2018

Best 서부의 베스트 대학들, The Princeton Review

#5 인종분포가 가장 다양한 대학, US News and World 
Report, 2018

18 평균 클래스 규모

12:1 학생 대 교수 비율

#45 미국 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Top One of the top universities in the nation, The 
Economist, Brooking Institute

$55,320 졸업생들의 평균 초임 급여

63% 경영대 재학생의 인턴십 참여율

38% 경영대 졸업생 - 4대 회계법인 취업률

59% 경영대 졸업생의 샌프란시스코의 Bay Area 지역 기업들 취
업률

135년+ UOP의 음악대학의 역사

Two UOP 졸업생 2명이 그래미상 수상, 2018

120회 매년 학생+교수+방문예술가들에 의해 대학 내 예술행사 개최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Stockton, California)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인구 30만명이 사는 캘리포니아 스톡턴(Stockton)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약 135km (약 1.5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다른 대도시들보다 다양성, 열정, 에너지가 넘치

는 스톡턴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를 보입니다. 스톡턴은 조용한 도시로 캠퍼스 근처에 바, 음식점과 같은 시설

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 차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새크

라멘토에 가서 한국 음식점, 노래방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암벽 등반을 배우거나 캠핑 장

비를 대여하여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캠핑을 떠나기도 합니다. 농구

부, 야구부, 축구부, 테니스부, 하키부 등 다양한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할 수 있

으며 정기적으로 시합이 열리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

습니다. 특히, 농구경기가 인기가 많은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와

서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톡턴(Stockton)
✓ 캘리포니아의 일출항구로서 교통의 요충지

✓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실리콘밸리,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가까운 도

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155 사업과 취업에 좋은 도시, Forbes, 2018

#60 야외 활동에 좋은 도시, Nich.com, 2019

#7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Nice.com, 2019

기온 여름 평균 33.5°C, 겨울 평균 13.2°C

인구 311,178

인근 도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 차량으로 90분
새크라멘토(Sacramento) - 차량으로 1시간 이내
LA - 항공으로 1.5시간
라스베가스(Las Vegas) - 항공으로 1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퍼시픽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퍼시픽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대학교 입학

시험인 SAT 또는 ACT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입학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퍼시픽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퍼시픽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퍼시픽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

교양&과학, 음악, 언어병리학, 경영, 교육, 공학&컴퓨터 사이언스, 국제학

(해당전공분야의 세부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퍼시픽 대학교 석사학위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전공분야에 따라 입학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속성과정은 GRE나 GMAT이 입학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전공분야

법학 (법학, 행정학), 공학&컴퓨터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리서치 및 대학원 작문 기술+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퍼시픽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Pacific (LIBERAL ARTS and Sciences) (인문고학대학)

✓ Actuarial Science (보험계리학)

✓ Applied Mathematics (응용수학학)

✓ Art (미술)

✓ Asian Language & Studies - Chinese (아시아 언어학 - 중국어)

✓ Asian Language & Studies - Japanese (아시아 언어학 - 일본어)

✓ Biochemistry (생화학)

✓ Biological Studies (생물학)

✓ Chemistry (화학)

✓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언론학))

✓ Economics - BS/BA (경제학 )

✓ English (영어)

✓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

✓ French (프랑스어)

✓ Geological Use & Environmental Sciences (환경과학과 지질학적

활용)

✓ Health, Exercise & Sport Sciences - Health Exercise Science 

(건강, 운동과 스포츠 과학 - 운동 과학)

✓ Health, Exercise & Sport Sciences - Sport Management (건강, 

운동과 스포츠 과학 - 스포츠 경영)

✓ Health, Exercise & Sport Sciences - Sport Pedagogy (건강, 운동

과 스포츠 과학 - 체육교육)

✓ History (역사학)

✓ Mathematics (수학)

✓ Media X (미디어 X)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Philosophy (철학)

✓ Physics (물리학)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Psychology (심리학)

✓ Religious Studies (종교학)

✓ Social Sciences (사회과학)

✓ Sociology (사회학)

✓ Spanish (스페인어)

✓ Studio Art (스튜디오 미술)

Conservatory of Music (음악원)

✓ Jazz Studies (재즈)

✓ Music (BA) (음악 (BA))

✓ Music (BM) (음악 (BM))

✓ Music Composition (음악 - 작곡)

✓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 Music History (음악사)

✓ Music Industry Studies (BS) (음악 산업 (BS))

✓ Music Management (음악 경영)

✓ Music Therapy (음악 치료)

✓ Music Performance (음악 공연)

✓ Performance - Brass & Percussion (공연 - 금관악기 & 타악기)

✓ Performance - Piano (공연 - 피아노)

✓ Performance - Woodwind (공연 - 목관악기)

✓ Performance - Strings (공연 - 현악기)

✓ Performance - Voice (공연 - 성악)

School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약학보건대학)

✓ Speech-Language Pathology (언어 병리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Business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 경영)

✓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회계학)

✓ Business Administration - Arts & Entertainment Management 

(예술엔터테인먼트 경영)

✓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Law (기업법)

✓ Business Administration - Economics (경제학)

✓ Business Administration -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 Business Administration - Finance (재무)

✓ Business Administration - Management & Human Resources 

(인사관리)

✓ Business Administration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관리 시스템)

✓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마케팅)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 Education - Secondary(Single subject) (교육학 - 중등교육)

✓ Education - Special Education (교육학 - 특수교육)

✓ Education - Elementary (Multiple Subject) (교육학 - 초등교육 )

Schoo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공학전산과학대학)

✓ Bioengineering (생명공학)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Engineering Management (엔지니어링 관리)

✓ Engineering Physics (엔지니어링 물리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대학)

✓ International Affairs & Commerce (국제 문제와 무역)

✓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관계학)

대학원 석사과정 (Graduate Degree) 

McGeorge School of Law (법학대학원 - 맥조지 법대)

✓ Master of Laws (LLM) (법학석사(LLM))

✓ Laws -Transnational Business Practice (법학 - 초국가적 사업)

✓ Laws - U.S. Law and Policy (법학 - 미국의 법과 정책)

✓ Laws - Water and Environmental Law (법학 - 수질 환경법 )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A) (행정학)

✓ Public Administration - Capital Policy Making (행정학 - 자본 정책

결정)

✓ Public Administration - Environmental and Water Policy (행정

학 - 수잘환경정책 )

✓ Public Administration - Policy Change, Institutional reform, 

Sustain (행정학 - 정책 변화, 제도 개혁과 지속성)

✓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and non-profit leadership (행정

학 - 공공 및 비영리 리더십)

✓ Master of Public Policy (MPP) (공공 정책)

✓ Public Policy - Capital Policy Making (공공 정책 - 자본 정책 결정)

✓ Public Policy - Environmental and Water Policy (공공 정책 - 수질

환경정책 )

✓ Public Policy - Public and non-profit leadership (공공 정책 - 공

공 및 비영리 리더십)

✓ Master of Science in Laws (MSL) (법학 )

✓ Science in Laws - Government Law and Policy (법학 - 정부법과

정책)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Science in Laws - Health (법학 - 보건)

✓ Science in Laws - Human Resources (법학 - 인적 자원)

✓ Science in Laws - Water and Environmental Law (법학 - 수질환

경 정책 )

Schoo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공학전산과학대학원)

✓ Master of Science in Data Science (MS)* (데이터 과학)

✓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Science (MSES) (공학과학)

✓ Civil Engineering (토목 공학)

✓ Civil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토목공학 -

토목 공학 환경)

✓ Civil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Structural (토목공학 - 토목

공학 구조)

✓ Civil Engineering - Computer Engineering (토목공학 - 컴퓨터 공

학)

✓ Civil Engineering - Computer (토목공학 - 컴퓨터)

✓ Civil Engineering - Electrical Engineering (토목공학 - 전기공학)

✓ Civil Engineering - Engineering Management (토목공학 - 엔지니

어링 관리)

✓ Civil Engineering - Mechanical Engineering (토목공학 - 기계 공

학)

Eberhardt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원)

✓ Master of Accounting (MAcc) (회계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유타 대학교 (University of Utah)
패스웨이 프로그램

⚫ 미국 내 전체 대학교 순위 104위

⚫ 미국 최고 공립학교 순위 44위

⚫ 컴퓨터 사이언스 세계 60위(The Best Schools)

⚫ 게임 디자인 미국 내 1위 (Princeton Review, 2016)

⚫ 미국대학 경영대학 프로그램 순위 43위

⚫ 여름 학기 In-State 학비 적용으로 저렴한 학비로 학업 가능



유타 대학교(University of Utah) 소개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설립 연도 1850년

위치 미국 - 유타(Utah)주 - 솔트 레이크 시티(Salt Lake City)

운영형태 주립대학교

학생수 총 32,994명 (유학생 4.5%)

아카데믹 총 15개 단과대학

우수전공분야 경영,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비디오 게임 디자인 등

학기 2학기제 Semester

우수한 연구환경,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학교시설, 안전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유타 대학교는 1850년 설립된 주립대학교 입니다. 유타 대학교

는 미국 서부권 내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

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190여개 이상의 다양한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의학, 유전학 및

공학, 생물학, 컴퓨터, 정치학, 법학, 게임디자인, 비즈니스 전공이 유명하며

꾸준히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 대학교의 의과대학

(School of Medicine)은 유타주에서 유일한 의과대학입니다. 

대학에서는 지역에 자리잡은 Adobe, Chevron, Goldman Sachs 등 세계

적인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커리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교는 학생:교수 비율이 16:1로 학생 개인별로 학업

과 연구 집중도가 높아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타 대학교는 "기

업가 정신학과 최고의 대학" 10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캠퍼스는 굉장히 넓으며 대학교 내에 대학병원, 박물관, 미술관, 극장,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내에는 600여개가 넘는 다양한



학생 클럽 및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설립한 John 

Warnock: 어도비 공동 설립자, Ewin Catmull : 픽사 스튜디오 사장, 

J.Willard Marriott: Marriott International 창립자, Nolan Bushnell: 비

디오 게임회사 Atari Inc의 설립자 등이 유타 대학교의 동문들입니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Pride - University of Utah

#104 미국 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44 미국 주립대학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

#61 미국 공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43 미국 경영학 학부 순위,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

#10 미국 기업가정신학 학부 순위, The Princeton Review, 
2019

#39 교육 투자에 가장 가치있는 대학들, Forbes, 2019

#4 최고의 게임디자인 대학원, The Princeton Review, 2019

#10 최고의 게임디자인 학부, The Princeton Review, 2016

#1 기술 이전을 가장 잘하는 대학, Milken Institute

Top 60 세계 60대 대학 Top 60 World University, Shanghai 
Ranking Consultancy, 2018

Top 75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위과정들, Shanghai Ranking 
Consultancy, 2017

Top 중국, 한국, 사우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
학

$5억+ 2018년도 연구개발비 금액

600+ 스포츠 팀을 포함한 재학생 단체들

17:1 학생 대 교수 비율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시티 (Salt Lake City, Utah)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 레이크 시티는 미국 내 최고의 다운타운 5위, 포브스

선정 사업과 취업을 위한 미국의 10대 도시 주의 하나로 세계적인 수준의 예

술, 아름다운 자연경관, 미국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상적

인 학업 및 거주환경을 자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및 덴버는 비

행기로 이동하기 쉬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도시로 손꼽히며 도시 내에 세계적인 수준

의 스키장을 무려 5개 보유하고 있어 겨울이 되면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

적입니다. 2002년에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숙소

를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심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차

가 없어도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 가기에 편리합니다. 유타 대학교 학생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까지는 차로



약 15분 정도 걸리며 국제공항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라스베가스, 시애틀, LA 

등 주변 도시들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여름이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햇살이

느껴지지만 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가면 청량한 기분을 느낄 수 있

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점도 기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솔트 레이크 씨티(Salt Lake City, Utah)
✓ 미국 서부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도시, 야외활동의 천국

✓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취업률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2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 WalletHub, 2018

#2 사업과 취업하기 좋은 주, Forbes, 2018

#39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 Niche.com, 2019

5 5개의 국립공원

5 시내에서 45분 거리에 5개의 세계정상급 수준의 스키장

3 Professional Sports Teams

Enjoy 1,800개의 식당과 180개의 Bar

$$$ 미국 최고의 경제도시

Free 무료 대중교통

주요 기업들 Adobe, eBay, Goldman Sachs, IM Flash, Overstock

기온 여름 평균 32.4°C, 겨울 평균 3.6°C

인근 도시 라스베가스(Las Vegas) - 항공으로 1.5시간
덴버(Denver) - 항공으로 1.5시간
LA - 항공으로 1.5시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타 대학교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유타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바로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성적 (GPA 

3.0/4.0이상)과 영어성적(토플 iBT 80 또는 IELTS 6.5 이상), 대학교 입학

시험인 SAT 또는 ACT 성적을 가지고 입학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입학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좀더 쉽게 유타 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직접 입학보다 낮은 영어점수와 학교성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TOEFL 없이 자체 영어시험을 통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

✓ 유타 대학교 진학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

✓ 패스웨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과정에서도 학점으로 인정

✓ 연 3회 입학 가능 (8월, 1월, 5월)

• 여름 학기 In-State 학비(미국 학생 적용학비) 적용 가능



유타 대학교 학부과정 쉽게 진학하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GPA 2.5/4.0 = 인문계 고등학교 5.9등급이내, GPA 3.0/4.0 = 인문계

고등학교 4.9등급이내

※ 공식영어성적은 각 영역 당 최소 요구점수 있음

■ 수업내용

영어실력 향상+대학수업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관련전공 기초학습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학연수 및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은 각 전공 및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유타 대학교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입학 가능한 전공들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부과정 (Undergraduate Degree)

College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건축설계대학)

✓ Architectural Studies (건축학)

✓ Design (디자인)

✓ Urban Ecology (BA) (도시 생태학)

✓ Urban Ecology (BS) (도시 생태학)

College of Education (교육대학)

✓ Education (교육학)

✓ Special Education (특수 교육)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

✓ Biomedical Engineering (생의학 공학)

✓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

✓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Construction Engineering (건설 공학)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 Engineering (공학)

✓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재료 과학공학)

✓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

✓ Games (게임)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College of Fine Arts (예술대학)

✓ Art (미술 )

✓ Art History (미술사)

✓ Ballet (발레)

✓ Film and Media Arts (영화미디어 아트)

✓ Modern Dance (현대 무용)

✓ Music (음악)

✓ Theatre - BA (연극)

✓ Theatre - BFA (연극)

College of Health (보건대학)

✓ Athletic Training (운동 훈련)

✓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건강 증진과 교육)

✓ Kinesiology (신체운동학)

✓ Parks, Recreation & Tourism (공원, 레크레이션과 관광)

✓ Recreational Therapy (레크리에이션 치료)

✓ Speech and Hearing Science (언어능력과 청각 과학)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

✓ Asian Studies (아시아학)

✓ Chinese (중국어)

✓ Classics (고전학)

✓ Communication (언론 (커뮤니케이션))

✓ Comparative Literary & Cultural Studies: Literature and 

Culture (비교 문학과 문화 : 문학과 문화)

✓ English (영어)

✓ French (프랑스어)

✓ German (독일어)

✓ History (역사)

✓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 Japanese (일본어)

✓ Latin American Studies (남미학)

✓ Linguistics (언어학)

✓ Middle East Studies (중동아시아학)

✓ Peace and Conflict Studies - BA (평화와 분쟁학)

✓ Peace and Conflict Studies - BS (평화와 분쟁학)

✓ Philosophy - BA (철학)

✓ Philosophy - BS (철학)

✓ Religious Studies (종교학)

✓ Russian (러시아어)

✓ Spanish (스페인어)

✓ Writing and Rhetoric Studies (창작과 미사여구)

College of Law (법학대학)

✓ Pre-Law (예비 법학과정)

✓ Criminology - BA (범죄학)

✓ Criminology - BS (범죄학)

College of Mines and Earth Sciences (광물지구과학대학)

✓ Atmospheric Sciences (대기 과학)

✓ Geological Engineering (지질 공학)

✓ Geoscience (지구과학)

✓ Metallurgical Engineering (금속 공학)

✓ Mining Engineering (광산 공학)

College of Nursing (간호대학)

✓ Nursing (간호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

✓ Pre-Pharmacy (Spring and Summer only) (예비 약학과정 (봄, 여

름학기만))

College of Science (자연과학대학)

✓ Applied Mathematics (응용 수학)

✓ Biology (생물학)

✓ Chemistry - BA (화학)

✓ Chemistry - BS (화학)

✓ Mathematics - BA (수학)

✓ Mathematics - BS (수학)

✓ Physics (물리학)

College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사회행동과학대학)

✓ Anthropology (인류학)

✓ Consumer and Community Studies - BA (소비자와 지역사회)

✓ Consumer and Community Studies - BS (소비자와 지역사회)

✓ Economics (경제학)

✓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Studies (환경과 지속가능성)

✓ Ethnic Studies (민족학)

✓ Gender Studies (성(젠더))

✓ Geography - BA (지리학)

✓ Geography - BS (지리학)

✓ Health, Society, and Policy (건강사회정책)

✓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인간 발전과 가족)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 Psychology - BA (심리학)

✓ Psychology - BS (심리학)

✓ Sociology - BA (사회학)

✓ Sociology - BS (사회학)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College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David Eccles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학)

✓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

✓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 Finance (재무)

✓ Information Systems (정보 시스템)

✓ Management (경영관리)

✓ Marketing (마케팅)

✓ Operations Management (운영관리)

✓ Quantitative Analysis of Markets & Organizations (시장과 조직

계량분석)

School for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문화와 사회적변혁대

학)

✓ Ethnic Studies (민족학)

✓ Gender Studies (성(젠더))

석사과정 - 없음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Gordon F. Derner School of Psychology (심리대학)

✓ Neuroscience (신경과학)

Robert B. Willumstad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

Ruth S. Ammon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Gordon F. Derner School of Psychology (심리대학)

✓ Neuroscience (신경과학)

Robert B. Willumstad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

✓ Accounting (회계)

Ruth S. Ammon School of Education (교육대학)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대학)

✓ Social Work (사회복지)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Shorelight 파트너 대학별 입학 요구조건
(2020 학부과정)

학교명 Adelphi University

대학 형태 사립

위치 Garden City, NY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내신은 GPA (4.0 기준)
TO=토플, IL=IELTS, iT=iTEP, PS=피어슨

학교명 American Access (American University)

대학 형태 사립

위치 Washington, DC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점

영어성적 ** TO: 68+ / IL: 5.5+ / iT 3.5+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American University

대학 형태 사립

위치 Washington, DC

내신등급 4.9등급 - 3.0

검정고시 85점

영어성적 ** TO: 68+ / IL: 5.5+ / iT 4.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8월

학교명 Auburn University

대학 형태 주립 (flagship)

위치 Auburn, AL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60+ / IL: 5.5+ / iT 3.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학교명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대학 형태 주립

위치 Montgomery, AL

내신등급 6.9등급 - 2.0

검정고시 70-74점

영어성적 ** TO: 57+ / IL: 5.0+ / iT 3.5+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대학 형태 주립

위치 Miami, FL

내신등급 4.5등급 - 2.8

검정고시 80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지원불가

입학시기 1월/5월/8월

학교명 Louisiana State University

대학 형태 주립 (flagship)

위치 Baton Rouge, LA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학교명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대학 형태 주립

위치 Orlando, FL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29학점

입학시기 1월/5월/8월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University of Dayton

대학 형태 사립

위치 Dayton, OH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학교명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대학 형태 주립

위치 Chicago, IL

내신등급 5.0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학교명 University of Kansas

대학 형태 주립 (flagship)

위치 Lawrence, KS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점

영어성적 ** TO: 60+ / IL: 5.5+ / iT 3.5+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대학 형태 주립

위치 Boston, MA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79+ / IL: 6.0+ / iT 4.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8월

학교명 University of Mississippi

대학 형태 주립 (flagship)

위치 Mississippi, MS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학교명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대학 형태 주립 (flagship)

위치 Columbia, SC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30학점

입학시기 1월/5월/8월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University of the Pacific

대학 형태 사립

위치 Stockton, CA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82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iT 3.0+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학교명 University of Utah***

대학 형태 주립 (flagship)

위치 Salt Lake City, UT

내신등급 5.9등급 - 2.5

검정고시 77점

영어성적 ** TO: 60+ / IL: 5.0+ / PS 45+

대학생 지원가능

입학시기 1월/5월/8월

* 학비 및 장학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영역별 점수 조건 있음 / 시험점수가 없으면 자체 테스트(iTEP) 치르고 지

원 가능 (Utah 제외 - Pearson Versant Test로 인정)
*** Utah International Direct: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 불가, 자체 영어

시험으로 지원 불가

※ 학업기간
International Direct - 2학기, AAP - 2학기, EAP - 3학기, PSE - 1학기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Shorelight 파트너 대학별 학비
(2020 학부과정)

학교명 Adelphi University

학비

International Direct $40,202

AAP $40,980

EAP $46,497

PSE (영어과정) $8,360

장학금*
최대 금액 $18,000

지급 학년 매년

학비는 2020년 5월 학기까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명 American Access (American University)

학비

International Direct N/A

AAP $52,881

EAP $58,171

PSE (영어과정) $9,557

장학금*
최대 금액 $15,000

지급 학년 1학년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American University

학비

International Direct N/A

AAP $52,881

EAP $58,171

PSE (영어과정) $9,557

장학금*
최대 금액 $15,000

지급 학년 1학년

학교명 Auburn University

학비

International Direct $31,384

AAP $34,400

EAP $39,750

PSE (영어과정) $7,300

장학금*
최대 금액 $7,000

지급 학년 1학년

학교명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학비

International Direct $17,962

AAP $17,962

EAP $17,962

PSE (영어과정) $3,880

장학금*
최대 금액 $2,000

지급 학년 매년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학비

International Direct N/A

AAP $23,300

EAP $28,380

PSE (영어과정) $6,250

장학금*
최대 금액 $5,000

지급 학년 1학년

학교명 Louisiana State University

학비

International Direct $28,800

AAP $29,700

EAP $34,700

PSE (영어과정) $6,500

장학금*
최대 금액 $8,000

지급 학년 1학년

학교명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학비

International Direct $22,500

AAP $23,500

EAP $27,776

PSE (영어과정) $6,950

장학금*
최대 금액 $5,000

지급 학년 1학년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University of Dayton

학비

International Direct $44,100

AAP $46,305

EAP $52,920

PSE (영어과정) $6,510

장학금*
최대 금액 $10,000

지급 학년 매년

학교명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학비

International Direct $29,778

AAP $32,000

EAP $40,000

PSE (영어과정) $7,160

장학금*
최대 금액 $7,000

지급 학년 매년

학교명 University of Kansas

학비

International Direct $30,650

AAP $31,450

EAP $42,450

PSE (영어과정) $9,900

장학금*
최대 금액 $9,000

지급 학년 매년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학비

International Direct $33,640

AAP N/A

EAP N/A

PSE (영어과정) $5,950

장학금*
최대 금액 $5,000

지급 학년 매년

학교명 University of Mississippi

학비

International Direct $25,044

AAP $26,270

EAP $38,723

PSE (영어과정) $4,905

장학금*
최대 금액 $5,000

지급 학년 매년

학교명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학비

International Direct $35,158

AAP $36,158

EAP $40,977

PSE (영어과정) $6,700

장학금*
최대 금액 $7,000

지급 학년 1학년



고졸 학생 미국유학 추천 대학교 가이드북

학교명 University of the Pacific

학비

International Direct $50,438

AAP $52,960

EAP $58,005

PSE (영어과정) $7,004

장학금*
최대 금액 $18,000

지급 학년 매년

학교명 University of Utah

학비

International Direct $31,810

AAP $33,262

EAP $39,225

PSE (영어과정) $6,270

장학금*
최대 금액 $5,000

지급 학년 매년

* 학비 및 장학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학업기간
• International Direct - 2학기
• AAP - 2학기
• EAP - 3학기
• PSE -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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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