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캠퍼스, 4개의 대학 시스템

SUNY Oswego는 4개의 단과대학과 110개 이상의 학과(학부),  

협동학습, 전문교육, 그리고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 경영대학

• 커뮤니케이션 스쿨, 미디어 및 예술 대학

• 교육 대학

이외에도 SUNY Oswego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생명과학 

*(캠퍼스 내 실험실 자체보유), 전기 및 컴퓨터 공학, 국제학, 경

제금융학, 그래픽 디자인학, 신문방송학 *(캠퍼스 내 방송실 자

체보유),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관심에 맞는 다채로운 커리큘

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현황

• 학급규모 24:1               • 전임교원 현황 및 학생 현황 17:1             • 교직원의 88%가 박사 또는 최고 학위 수여

유학생 비율 & 가장 인기 있는 학과

2018년 기준, SUNY Oswego 캠퍼스 내 한국 유학생의 비율

(21.9%)과 중국 유학생의 비율(21.9%)이 가장 높습니다. 그 뒤

로는 캐나다(8.5%), 스리랑카(6.7%), 인도(4.4%), 그리고 스페인

(4.1%), 순서로 Oswego에는 다양한 인종의 국제유학생들이  

있습니다.

SUNY Oswego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으로는, 경영, 

마케팅, 회계가 속하는 비즈니스 계열(33%), 생명공학계열

(11.5%), 그리고 컴퓨터공학 계열(9.1%) 입니다. 

그 중에서 32.1%의 유학생들이 STEM(Science,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학기 기준, Oswego 캠퍼스에는 35개 국가에서 온 27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학문적 소양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온라인접수: www.oswego.edu/international/undergraduate-applications      
 - “SUNY APPLICATION” 또는 “COMMON APPLICATION”  중 선택. $50 접수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 문서들을 제출 해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영어 공인인증 시험 성적 증명서.  

원본 문서들이 모두 접수 되면 입학 지원이 완료됩니다. (스캔 된 복사본 성적 증명서는 받지 않습니다.)

• 학부생: 입학 지원자는 미국 기준인 4.0 중 최소 2.5 이상의 고등학교 성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 점수: 특정 학부 프로그램에 지원 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영어 능력 공인시험성적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TOFEL 71 이상, IELTS 6.0 이상, PTE 55 이상. (조건부 입학 가능*) 

*조건부 입학:  

TOFEL iBT 최소 47 이상 또는 IELTS 최소 5.0 이상의 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SUNY Oswego의 영어 집중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IEP)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www.oswego.edu/extended-learning/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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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Oswego는 1861년에 설립된 뉴욕 주립대 계열의 창립 멤버 중 하나입니다.
Oswego는 회계학에서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1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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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및 장학금

SUNY Oswego는 일반적인 학비와 생활비용을 최근 정보로 추산합니다. 아래에 기제된 유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용은 추산된 

정보에 한합니다. (*SUNY Oswego는 매년 학비를 검토하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추산 비용은 미국달러로 

환산된 것입니다.) 

•국제 학부생  

(연간 24학점 기준시 – 한 학기 12학점 이수) 

연간 학비 예상 $18,220 + 기숙사, 식비, 의무비용, 책 값 등 기타비용 = 총 합계 $33,902
     

본교는 또한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Destination Oswego 장학금: 연간 $6,000 – $9,000, 4년간 지급 (갱신 가능) = $24,000 – $36,000

      •Transfer Achievement 장학금: SUNY Oswego는 편입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편입 기준 타캠퍼스에서 

57학점 이상 수료와 GPA 3.3 이상 취득 기준으로 $1,000을 지급합니다. Oswego 캠퍼스에서  

보내는첫 번째 학기에서 3.0이상의 GPA를 취득하였을 경우, 장학금은 한 학기 더 지급됩니다.

      •기타 장학금:

         *Destination Oswego: 기숙사 내 거주하지 않을 시, 매년 $6,000 수여

         *Presidential Scholarship: 기숙사 내 거주하지 않을 시, 매년 $2,500 수여

•장학금 요건합격이 확정된 유학생들은 Destination Oswego Scholarship을 받습니다. 기타 장학금은 신입생을 기준으로 선정 됩니다.  

  기타 장학금 후보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성적을 평균 B+(88점)을 요하며, SAT 1100점을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swego.edu/admissions/merit-scholarships 참조

Scholarship Amount GPA SAT ACT 

Presidential 연간 $5,000, 4년간 지급 (갱신 가능) = $20,000 93-97 1250-1360 26-30

Deans 연간 $1,500, 4년간 지급 (갱신 가능) = $6,000 91-94 1170-1230 24-26

Merit 매년 $750, 4년간 지급 (갱신 가능) = $3,000 88-92 1120-1210 22-26

인턴쉽 및 협력기업

1000여명이 넘는 Oswego 출신의 유학생들이 co-op opportunities

를 통해 ABC, CBS, ESPN, MTV 및 CMT, LLP, Citibank, IBM Corpora-

tion, Google, PricewaterhouseCoopers, 월트 디즈니 월드, Viacom, 

Elle Magazine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클럽 및 단체

SUNY Oswego는 학생들에게 학업분야 이외에도 콘서트 개최,  
연사 초청, 캠퍼스 내 무료 자전거 대여, Lake Ontario 에서 수영,  
하키경기 관람 같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170개 넘는 클럽과 학생단체를 통해 학문적 지식이 외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구하며 리더십을 개발을 촉진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의 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SUNY Oswego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 
및 학습 환경 위해 캠퍼스 경찰이 24시간 순찰을 하며 캠퍼
스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하고 개인의  
안전과 건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및 기숙사 접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용

•Princeton Review – “2018 최고의 동북 대학”               
•Princeton Review & USA Today – “최고 가치 있는 대학”
•Colleges of Distinction – “열정적인 학생, 훌륭한 교육자,  
  활기찬 지역 사회 및 성공적인 결과 도출”

•US News & World Report – “2018 미국 북부 50개 중 최고의    

  학교”, “2018 미국 북부 공립 대학 최고의 학교 15”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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