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수습 및 경력 교육

실무수습—모든 학생이 이용 가능

취업 전망: 

최고의 경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교육,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건강 관리

•  학생들 중 30%가 대학원 또는 전문 학교에 진학
•  의료 학교 및 법률 학교를 포함하여 80 – 100%의 

합격률
•  학생들 중 10%가 평화봉사단이나 Teach for America 

같은 경쟁률 높은 보상 서비스에 참여
•  평화봉사단에 참여하는 졸업생 수로 미국 내에서 8

위

Allegheny College는 펜실베이니아주 미드빌에 위치하며, 뛰어난 흥미와 기술, 그리고 재능을 가진 2,1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립 교양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버팔로에서 2시간순위
Allegheny College는 Princeton Review가 
선정한 최우수 380개 대학, Colleges That Pay You Back 및 Fiske 
Guide에 포함되었습니다.

11:1
학생 수와 교수 비율

12–19
학급당 평균 인원

1위 미국 내 학부생 연구 학교(학부 연구 위원회)

72위
최고의 국립 교양대학(LAC) 
(U.S. News & World Report)

12 중 1위
미국 내 가장 혁신적인 교양대학 
(U.S. News & World Report)

40 중 1위 Colleges That Change Lives (CTCL)

상위 10% 고용 적합성 부문

23위 Washington Monthly가 사회 이동성, 
연구조사 및 서비스를 토대로 선정

2위 환경 과학 프로그램 
(environmentalscience.org 발표)

1815년 설립 
미국 내 32번째 오래된 
대학

위치
펜실베이니아주 미드빌 
피츠버그에서 북쪽으로 1.5
시간
이리에서 남쪽으로 40분

육상 스포츠

21개의 학교 대표팀

NCAA Division III

NCAC(North Coast Athletic Conference)

여자 종목
농구, 크로스컨트리, 골프, 라크로스, 사커, 소프트볼, 수영과 다이빙, 테니스, 
실내/외 트랙앤필드, 배구

남자 종목
야구, 농구, 크로스컨트리, 풋볼, 골프, 사커, 수영과 다이빙, 테니스, 실내/외 
트랙앤필드

Office of Admissions
520 N. Main Street • Meadville, Pennsylvania  16335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1-814-332-4351
팩스: +1-814-337-0431

이메일: globalgators@allegheny.edu
웹사이트: allegheny.edu/globalgators

Skype: AlleghenyMelissa

68% 하나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학생 비율

60% 바로 취업하는 졸업생 비율

95% 6개월 내 취업 비율



지원 세부 사항
본 대학은 Common Application의 회원임
지원 시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자기 소개서
•  추천서 2개
•  과외 활동 내역
•  영어 능력– 원어민이 아닌 경우 
•  재정 증명서 및 은행잔고 증명서
•  여권, 미국 비자 및 현재 I–20 사본(가지고 있는 경우)
• SAT/ACT는 선택사항 —필수 아님

수업료 및 장학금
2017 – 2018 예상 I–20 총 비용: $60,232 
• $45,062 수업료
• $11,170 숙식비
• $4,000 기타 비용

장학금

성적 우수시: 연간 최대 $28,000
• 4년 보장 
•  최소 GPA 요구하지 않음

전공, 부전공 및 기타 프로그램
응용 연산학 (Applied Computing)     
미술사 (Art History)    
예술과 기술 (Art and Technology)     
예술과 환경 (Art and the Environment)    
아시아 연구 (Asian Studies)    
천문학 (Astronomy)     
생화학 (Biochemistry)     
생물학 (Biology)    
흑인 연구 (Black Studies)    
사업 경영 (Business and Management)      
화학 (Chemistry)    
중국어 (Chinese)     
중국 연구 (Chinese Studies)    
고전 연구 (Classical Studies)    
통신 (Communication)  
공동체와 정의 연구 (Community and Justice Studies) 
컴퓨터 과학 (Computer Science)    
춤과 운동 연구 (Dance and Movement Studies)    
경제학 (Economics)    
교육 연구 (Education Studies)    
영어 (English)    
환경 지질학 (Environmental Geology)    
환경 과학 (Environmental Science)    
환경 연구 (Environmental Studies)    
환경적 작문 (Environmental Writing)    
프랑스어 (French)   
프랑스 연구 (French Studies)    
지질학 (Geology)    
독일어 (German)   
글로벌 건강 연구 (Global Health Studies)   
역사 (History)    
국제 연구 (International Studies) 
유대인 연구 (Jewish Studies)    

 
공익적 저널리즘 (Journalism in the Public Interest) 
라틴어 (Latin)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구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수학 (Mathematics)    
중세 및 르네상스 연구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연구 (Middle East and  
North African Studies)   
음악 (Music)    
신경과학 (Neuroscience)     
철학 (Philosophy)    
물리학 (Physics)    
정치학 (Political Science)        
심리학 (Psychology)    
종교 연구 (Religious Studies)
자기 설계 전공 및 부전공 (Self-Designed Majors & Minors)
스페인어 (Spanish)  
스튜디오 예술 (Studio Art)  
연극 (Theatre)    
여성의 성구분 및 성생활 연구 (Women’s,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작문 (Writing)

예비과정 프로그램 및 조언

예비 법학 연구 (Pre-Law Studies)      
의예과 (Pre-Med Professions)
사범학 (Teaching)

협력 프로그램(3-2 프로그램)

연합 보건 전문직 (Allied Health Professions)
엔지니어링 (Engineering)
공공정책 및 운영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11월1일

조기 결정 1

12월1일

조기 조치

2월1일

조기 결정 2

2월15일

정기 결정

지원
마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