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프로그램



“저희 핀들래이대학교의 소명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1882년 핀들래이대학교 설립 이후 저희는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핀들래이대학교 총장 (서명했음)



의미 있는 삶, 생산적인 직업경력

저희 핀들래이대학교의 소명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1882년 핀들래이대학교 설립 이후 저희는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핀들래이는 학업의 우수성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경험들과 받쳐주는 공동체를 통해 각 학생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웁니다.

저희 핀들래이대학교의 임무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생산적인 직업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핀들래이의 
교과과정과 인턴십 기회들, 취업지원, 캠퍼스 경험, 학부 연구원생, 유학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리더가 되도록 준비됩니다.

인가된 대학

핀들래이대학교는 체육교육, 비즈니스, 환경, 안전 및 직업 건강관리, 
집중영어과정, 원자력의학기술, 간호학, 직업요법, 약학, 물리요법, 의
사보조, 사회업무에 대한 전국의 인가기관들뿐 아니라 고등교육위원회
(Higher Learning Commission*)와 오하이오고등교육과(the Ohio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적 명성

핀들래이대학교는 미국중서부에 대한 U.S. News & World Report
의 미국최고대학에서 최상위 그룹으로 순위가 매겨지며, 매년 
Princeton Review에 의해 “최고 중서부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핀들래이대학교는 또한 Institu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Inc.에 의해 “미국의 최고 사립대학” 중 하나로 인정받아왔으며, 
캠퍼스가 아름답고 환경 관련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전국적 
명예를 얻었습니다.

핀들래이에 관한 빠른 
사실들

 전적으로 인가 받은 종합대학교

 미국 오하이오주 핀들래이에 위치

 총 등록학생 수: 4,200명

 40개 이상 국가에서 온 600명 이상 

유학생

 학생 대 교수 비율 16:1

 60가지 이상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

 무료 개인교습

 장학금지급

유학생들을 위한 다섯 가지 최고 
전공들

1 비즈니스

2 컴퓨터과학

3 비영어권 출신자들에 대한 영어교습

(TESOL)

4 교육학

5 환경, 안전 및 직업 건강 관리

*핀들래이대학교가 고등교육위원회(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인가된 상태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www.hlcommission.org/
General/contact-us.html에 방문하시거나, 230 South LaSalle St., Suite 7-500, Chicago, IL 60604, inquiry@hlcommission.org로 이메일 
보내시거나, 혹은 1-800-621-7440로 전화 주십시오.



핀들래이에서의 생활과 학습

핀들래이대학교에서는 연구가 최상입니다. 25개 이상 과학실험실, 실질적 해부용 시체 실험실, 학생들이 운영하는 녹색기술 
주택들, 55 에이커에 이르는 저희 옥외 “강의실”인 Rieck Center가 있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교수진의 지도와 
안내에 따라 마음껏 실행하고 이론들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핀들래이에는 또한 창작예술과 연출예술 모두에 대해 능동적인 예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핀들래이에서 저희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열정을 추구함으로써 혜택을 얻고, 시각 및 연출예술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속합니다. 

거주 및 생활공간

유학생으로서 귀하는 캠퍼스에서 지낼 수도 있고, 대학교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캠퍼스에서 가까운 아파트나 주택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는 새로 온 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해 가장 좋은 생활환경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수의 유학생 환영주택들을 
두고 있습니다. 새 유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지낼지 캠퍼스 바깥에서 지낼지를 결정할 때까지 환영주택에서 최대 10일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주택들은 캠퍼스 내에 있으며, 각 주택에는 대학원 조교 한 명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는 침실, 거실, 부엌, 
무선인터넷, 세탁실이 있습니다. 비용은 1박에 $20입니다. 시트, 베개덮개, 이불, 베게, 목욕타월, 손 타월, 목욕스폰지 등 목욕 
세트를 구매하고 싶은 학생들은 $5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지내기로 결정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의 여덟 개의 기숙사 건물들, 널찍한 타운하우스들, 아파트 식 산장들 및 특별 
관심 주택들 중 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1,350명의 다른 학생들과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 및 모험 

핀들래이대학교는 캠퍼스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하는 만큼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합창단에서 
노래하거나, 사교동아리에 참여하거나, WLFC 88.3에서 쇼를 주최하거나, 저희 학생 동아리 중 어디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캠퍼스 내에서 공연하는 콘서트들, 코미디언들, 연예인들의 공연을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핀들래이대학교에는 대학간 스포츠팀이 24개 있으며, 미국전국대학교체육협회(NCAA) 제II부와 오대호대학간 체육회의의 
회원이며, 대학간 승마쇼협회와 대학간 말 길들이기 협회에서 경쟁합니다. 핀들래이에는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학내 
스포츠팀들이 많고, 옥내트랙이 있는 심장강화운동 센터와 아케이드형 게임들과, 탁구, 에어하키 케이블들이 있는 게임방들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findlay

University of Findlay
1000 N Main St
Findlay, OH 45840

짧은 운전거리에 있는 대도시들
톨레도 1시간
포트웨인 1.5시간
콜럼버스 2시간
디트로이트 2시간

클리블랜드 2.5시간
피츠버그 4시간
시카고 5시간
토론토 6시간

귀하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

핀드래이대학교는 오하이오주 북서쪽 핀드래이 시 편리한 곳에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는 활발한 시내, 쇼핑, 괜찮은 식당, 강렬한 
예술 및 문화적 매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조금만 가면 주요도시들이 있습니다.

Things to Know About the City of Findlay and Northwest Ohio
•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낮은 

범죄율과 4만 주민의 작고 
안전한 도시. BizJournals.
com은 핀드래이를 미국 최고 
40개 “꿈의 도시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Dream 
Towns” in the U.S. 

• 포춘지 500개 회사 중 15
개 우수 회사들이 이 “
작은 세계시민적” 지역에 
자리 잡았다. Marathon 
Petroleum Company
와 Cooper Tire, Rubber 
Company가 핀드래이를 
본거지로 선택했다.

• 핀드래이에는 대중교통이 
없다. 그러나 시내에 
택시서비스가 하나 있고, 
대학은 지역 쇼핑을 위해 
셔틀서비스를 제공한다.

• 오하이오주 북서부 날씨는 
밝고 파란 하늘을 자랑하는 
이 싱싱한 지역에서 4계절 
달라진다. 봄에는 섭씨 21도 
정도이고, 뜨거운 여름에는 
수영하기에 완벽하며, 
푸석푸석한 가을에는 섭씨 
10도 정도이며, 겨울에는 
캠퍼스가 아름다운 꿈의 겨울 
나라로 바뀝니다.

카시아노 건강센터

 캠퍼스 내에 위치
 학생, 교수, 직원을 위한 
무료내원의료

 일반건강평가, 구급의료, 
다수의 진단시험, 검진, 
전문의의뢰 제공

캠퍼스 안전 및 보안

 캠퍼스 안전 및 응급관리 
사무실에는 하루 24시간 
직원이 근무합니다.

 캠퍼스 전역에 
응급전화기들이 설치

 캠퍼스 경찰 및 보안관들이 
시 경찰들과 협력해 근무

지원서비스

 개별 학업상담 및 멘토링
 개별학습지도
 이민상담사 근무
 F전업 자격지도사 근무
 인턴 및 진로 상담

교통서비스

 지역 쇼핑 및 식료품점으로 
가는 셔틀버스 주단위로 
무료로 운영

 새 학생 $50에 공항마중

대학교에 있는 서비스들

TORONTO

CHICAGO

FORT WAYNE

TOLEDO

DETROIT

CLEVELAND

COLUMBUS

CINCINNATI

PITTSBURGH

BOSTON

ATLANTA

FINDLAY



2016–2017 등록금 및 수수료

핀드래이의 전업 학부학생은 대개 학기당 12 - 18학점 등록합니다. 학부 1년 등록금은 $31,436입니다. 학부학위과정을 수료하는데 4
년 걸립니다.

I-20 발행에 필요한 추정 자금1

프로그램 프로그램

집중영어과정(IELP) $25,569 응용 증권분석학 석사 $23,619

과학/예술 학사 $42,404 환경, 안전, 보건관리학 석사 $22,481

승마과학 학사 $49,230 건강정보학 석사 $24,357

동물과학 학사 $44,385 IELP/경영학석사 $24,410

약학박사 $51,703 IELP/응용 증권분석학 석사 $24,529

교육학; 수사학 및 글쓰기, TESO 석사 $20,021 IELP/환경, 안전, 보건관리학 석사 $24,134

체육학석사 $26,334 IELP/건강정보학 석사 $24,898

경영학석사 $23,032

학부과정 장학금

프로그램 금액

총장 장학금 연간 $15,000원

학장 장학금 연간 $14,000원

핀드래이 상 장학금 연간 $10,000원

집중영어과정(IELP) 연간 $1,500원
(갱신가능)

대학원과정 장학금

프로그램 금액

MBA 장학금 과정 외 $2,000

환경, 안전, 보건관리학 장학금 과정 외 $2,000

대학원 장학금 (MBA 및 환경학 제외) 과정 외 $1,000



대학원 과정 비용 2

프로그램 금액 학점 등록금 총액

교육학 석사 학점당 $493 x 33학점 과정 = $16,269

수사학 및 글쓰기 석사 학점당 $499 x 36학점 과정 = $17,964

TESOL/이중언어교육학 석사 학점당 $493 x 36학점 과정 = $17,748

체육학석사 학점당 $861 x 66학점 과정 = $56,826

경영학석사 학점당 $658 x 33학점 과정 = $21,714

의사보조석사 학점당 $926 x 91학점 과정 = $84,266

응용 증권분석학 석사 학점당 $710 x 33학점 과정 = $23,430

환경, 안전, 보건관리학 석사 학점당 $627 x 33학점 과정 = $20,691

건강정보학 석사 학점당 $751 x 33학점 과정 = $24,783

1 금액에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유학생에게 숙식은 선택사양이다. 일년 간 숙식은 약 $9,538이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캠퍼스 바깥에서 지내면서 연간 $4,500 정도 절약한다.

집중영어과정 (IELP)
대학의 IELP과정은 유학생들이 영어 및 미국생활 관습들을 훈련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해 수업과제를 
준비하고 미국 고등교육체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IELP에서 학습하는 동안에 대학학점을 취득합니다.

학부시험요건
 TOEFL 인터넷점수: 61
 IELTS 점수: 6.0

대학원 시험요건
 TOEFL 인터넷점수: 79
 IELTS 점수: 7.0 
 IELTS 시험 모든 요소에서 최소 6.5
로서 전체점수 6.5 (MBA과정만 
해당)

영어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집중영어과정(IELP)
를 통한 조건부입학 자격을 받을 
수도 있다. 약학 및 의사보조 과정 
학생들은 이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입학



학습과정
학부과정
회계학
- 재정회계
- 관리회계
동물학
- 수의학 예비과정
- 과학
예술
예술관리
생물학1

경영학
화학
어린이 책 삽화
컴퓨터과학
- 비즈니스
- 컴퓨터체계
- 정보보장
- 수학
- 웹 및 데이터베이스
형사법
형사법
- 화이트칼라 범죄 및 사기 조사
진단의학 초음파 검사법
초음파심장검진법
경제학
교육학
- 사춘기/청소년
 • 통합 영어/언어학
 • 통합 수학
 • 통합 과학
 • 통합 사회학
 • 생명과학
- 유년기
- 경증도에서 중등도 장애 개입전문가 
교육학
- 중간단계 어린이
 • 언어학/수학
 • 언어학/과학
 • 언어학/사회학
 • 수학/과학
 • 수학/사회학
 • 과학/사회학
- 다중 연령

 • 건강 및 체육학
유학생입학 및 서비스과
 • 일본어
 • 스페인어
 • 시각예술
영어
- 영작
- 일반 글쓰기
- 문학
- 교수법
환경, 안전 및 직업 건강관리
승마학
- 영국식 승마/훈련
- 서구식 승마/훈련
말 사업관리
금융
법의학적 생물학
그래픽 디자인
건강 및 체육교육
보건학
- 사전직업요법
- 사전물리요법
복리 및 운동 증진
건강관리
역사
서비스업관리
일본어
언론/디지털매체
법률 및 교양(법학예비과정)
마케팅
수학
- 보험회계사 준비를 위한 응용수학
- 컴퓨터과학을 위한 응용수학
- 공학과학을 위한 응용수학
- 수술연구를 위한 응용수학
- 순수수학
의학진단학
원자력의학기술
간호학
수술 및 논리
철학
정치학

양전자배출단층촬영술/ 컴퓨터 
단층촬영기술 (PET/CT)
심리학
홍보학
종교학
- 성경학
- 기독교학
- 비교종교학
- 개별학
사회사업학
사회학
스페인어
스포츠 및 이벤트 관리
체력 및 신체상태 관리
비영어원어민영어교수법(TESOL)
연극
- 공연
- 제작디자인 및 기술
혈관초음파검사법

대학원과정
체육훈련2

경영학
교육학(석사 및 박사2)
환경, 안전 및 건강관리
건강정보학
직업요법2

약학(박사)2

의사보조2

물리요법(박사)2

수사학 및 글쓰기2

비영어원어민영어교수법(TESOL)/ 
이중언어교육

1 메디컬스쿨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권장되는 전공들

2 유학생들은 구체적 자격기준에 대해 자신의 
입학상담사들과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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