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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Reasons To Go To 

Texas A&M University-Commerce

#2. 국내에서 1학기 교양 과정 이수 및 학점 인정
- 총 12학점 졸업 학점 인정 (미국대학 총 졸업 학점은 120학점임)

#3. 합리적인 유학 비용 - 학비, 식비, 기숙사비, 의료보험료 년간 총 약 $34,000

#4. 체계적인 현지 학생 관리 프로그램
- 공항픽업, 기숙사입실, 은행계좌개설, 수강 신청 등 초기 정착 서비스
- 학업상담, 취업상담, 대학원진학상담, 편입상담서비스

#1. 국내 6개월 대학 예비 파운데이션 과정 이수 후 입학보장
- 입학조건: iBT 토플 최소 79이상, SAT 최소 1,100이상, 고교내신 3~4등급 이내

- 국내 6개월 텍사스주립대 한국교육원에서 미국 대학준비 ESL 영어과정이수 (토플 면제조건)
- 최소 12학점 교양 학점 수강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매스커뮤니케이션) (SAT, 고교내신 면제조건)

#5. OPT(국제학생 임시 노동허가증)를 통한 인턴쉽 및 취업지도



학교 형태 주립 대학교 / 1889년 설립

총 학생 수 12,490명

입학 시기 봄(16주, 1월~5월).  여름(8주, 6월~8월).  
가을(16주, 8월~12월)

주요 전공 회계학. 마케팅.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컴퓨터 공학. 전기

공학. 생물. 화학. 아트&디자인. 음대. 무대예술. 심리학. 

간호학. Pre-메디컬. 등 100개 이상의 전공

Welcome to Texas A&M University-Commerce



대학 랭킹



대학 위치

Commerce



대학 위치

TAMUC 메인
캠퍼스

Korean 
Town

미국PGA 
골프 본부

피자헛
본사

DFW국제공항

AA 항공
본사

다운타운
댈러스

추신수 소속팀
텍사스레인저스

Rockwall
휴양지

삼성전자
댈러스

BELL 항공사
본사

Southwest 
항공 본사

다운타운댈러스에서
TAMUC캠퍼스까지
자동차로 50분거라



다운타운 댈러스

Dart 대중교통

댈러스 시청

Reunion Tower 
레스토랑

댈러스 시



컨벤션 센터 Six Flag 놀이 공원

Galleria 쇼핑몰 Texas Rangers 메이저리그



Science 빌딩

학생회관 빌딩

기숙사 Rec 센터

수영장

대학 전경



기숙사



http://tamuc.kr/?p=3665
http://tamuc.kr/?p=3665


Phase II/PRIDE ROCK 기숙사 도면

개인침실

개인침실

공동 거실

화장실 및 샤워실



Rec Center



Rec Center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도서관



학생회관 카운셀링센터

스타디움 아트센터



경영학분야 회계학, 마케팅,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빅데이터분석), 재무학

• AACSB 경영학 인증대학 (미국전체 약 5% 이내)

• 온라인 MBA 랭킹 3위

• 회계학 4(학부)+1(대학원) 학부석사통합과정 및 AICPA(미국공인회계사 취득)

• 댈러스 지역 인턴쉽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Majors 주요 전공 소개



공학분야 컴퓨터사이언스,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술경영학, 건설공학 등

• US News 베스트 학부 프로그램 (미국 내 129위)

• 공학인증대학

• 컴퓨터공학 및 전기공학 한국학생 한국인 자문교수진

•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 of ABET 인증

Majors 주요 전공 소개

컴퓨터사이언스 평균연봉



인턴쉽 회사



컴퓨터공학 김진호교수님
텍사스주립대 한국교육원방문



이학분야 생물, 화학, 농업학, 농업경영, 수학, 물리, 천문학, 동물학

• 화학전공은 American Chemical Society 로부터 인증

• 생물전공은 4명의 Regents 교수진과 함께 연구중심 학과 운영

• 동물학과는 Pre-수의학과정 운영

Majors 주요 전공 소개

바이오 생물학과 평균연봉



인턴쉽 회사





간호학분야 • 2020년 3월 텍사스 최대 간호대학 빌딩 건립 오픈

• 텍사스 주 내 간호학 졸업 후 취업 률 미국 내 상위권

• The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CCNE)로부터 공인

인증된 간호학 프로그램

Majors 주요 전공 소개





간호학



Pre 메디컬
분야

Pre-Medical, Pre-Dental, Pre-수의학, Pre-Physical Therapy 

• 화학과는 Pre-Medical 과정 운영

• 생물학과는 Pre-Medical, Pre-Dental 과정을 운영을 하며 Joint Admission 

Medical Program을 운영

Majors 주요 전공 소개



교육학 분야 유치원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공학, ESL영어교육, 커리

귤럼, 카운셀링, 교육행정, 교육심리 등

• College Database Online 평가에서 교육학 텍사스 주 1위, 미국 전체 13위

• 텍사스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대학

• 교사 자격증 취득 (국제학교 취업 유리)

• 한국인 교수 진로 진학 상담

Majors 주요 전공 소개



기타 분야 심리학

범죄심리학

무대예술 (연기, 무대예술, 무대기술)

스포츠경영

저널리즘

사회학

영문학

휴먼퍼포먼스

Majors 주요 전공 소개



음악 음악학사 (피아노, 성악, 관악, 타악) 

음악교육학사 (교사자격증)

• 입학오디션 통과 후 학비감면 장학금 혜택 (1년 학비 약 900만원)

• 텍사스 주 내에서 가장 최신 음대 건물

• 600석 규모의 콘서트 홀

• 75석 규모의 독주회 홀

• 5개의 리허설 홀

• 피아노 및 Electronic 음악 랩실 운영

• 28개의 개인 연습실

Majors 전공 소개



https://youtu.be/3xwT9ARgT3Y
https://youtu.be/3xwT9ARgT3Y


시설





학과장 Flute
교수

Piano
교수

600석 규모 콘서트 홀 음대건물



장학금

피아노, 성악, 플루트 등
100% 장학금 획득 및
In State 등록금 적용



교수진

50여명의 교수진



아트&
디자인

미술학사 (순수아트, 미술사, 시각디자인, 페인팅, 조각, 아트디렉션, 

뉴미디어, 사진학) 

미술교육학사 (미술교사자격증)

• 총 18명의 교수진

• Drawing I, Figurative Drawing 포트폴리오 제출시 과목 인정

 Advanced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편입 시 성적표에 Drawing I, Figure Drawing

과목이 인정이 되었음이 표기가 됨

• Texas A&M-Commerce 텍사스주립대 한국학생 2019년 미국 광고상 수상

• 시각디자인전공자는 3학년부터 댈러스 캠퍼스에서 인턴쉽 병행 수업 진행

• 인턴쉽 및 취업 기회 제공 (The Richards Group 광고 회사)

Majors 주요 전공 소개



 Bachelor of Fine Arts (BFA) in Visual Commutation

 Design (그래픽 디자인)
 Art Direction (미술 감독)
 New Media (미디어디자인/애니메이션)
 Photography (사진학)

 Bachelor of Fine Arts (BFA) in Studio Art (파인 아트)

 Ceramics
 Experimental Studies
 BFA Painting
 Sculpture

 Bachelor of Arts

 Theatre (무대예술)

 Bachelor of Arts in Art Teacher’s Certificate (미술 교사 자격증)







아트&디자인



Texas A&M-Commerce 텍사스주립대 한국학생 2019년 미국 광고상 수상



Texas A&M-Commerce Art National Show & Conference 수상



인턴쉽회사





Tutoring 대학 내 학습 도움 튜터링



개인 튜터링



다양한 장학제도

- TAMUC 일반장학금 취득을 위해서는 3.5이상의 GPA 및 성실히 essay작성을 해야 하며 사전에 관련 전공 교수님

또는 카운셀러와의 면담도 중요함.

- 음악은 매년 2월~4월에 진행되는 오디션을 잘 보아야 함

- 미술은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출 해야 함

** 일반적으로 3.0이상의 GPA를 유지하면 계속 장학금을 받음.



장학금 취득













인턴쉽과 취업

- 텍사스 주는 52개의 Fortune 500 회사 본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이기

도 함

- 특히 댈러스 메트로폴리탄은 약 10,000여 개의 글로벌회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AT&T, Exxon 

Mobile, AA항공, 세븐일레븐 본사, 삼성전자, 미국 도요타본사 등을 비롯하여 50여 개의 Big기업들

이 이주를 하여 수 많은 인턴쉽 및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TAMUC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노동허가증 인 OPT를 가지고 1년

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Degree 분

야는 총 36개월(3년)간 취업이 가능합니다.









댈러스 지역
회사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김★★ (서울대학교 구강생리학교실 연구원 및 노인지학과 석박사과정)

김★★ (현대자동차 알리바마주 미국법인) 

이★★ (미국 군대입대-미국 시민권 취득)

백★★(LG전자)

양★★(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바이오 메디컬 박사과정)

김★★(삼성바이오로직스)

박★★(한국화학연구원)

권★★(농협은행)

이★★(쿠웨이트 대사관)



소개

■Texas A&M University-Commerce내에 글로벌 프론티어 학생들만을 위한 센

터 운영

■현지 대학교수진 및 스텝진이 학생들을 위한 학업상담 및 취업상담 그리고

한국 학부모와의 개별 상담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프론

티어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주 업무: 입학허가서 진행, 공항픽업, 미국OT진행, 수강신청지도, 은행계좌

개설, 기숙사 입실지도, 학업지도, 편입지도, 대학원 및 취업 지도 등

Center for Global Frontier Program





I-20 입학허가서



한국학생회
Korean 

Students 
Association



Texas A&M-Commerce 출발부터 현지 적응까지

1. 댈러스로 출발 전 학부형과 함께 2. 출발 전 공항대기실



3. 댈러스로 출발 전 Check-in 4. 탑승구에서



5. 즐거운 마음으로 AA항공탑승 6. DFW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 도착



7. 댈러스 국제공항 짐찾기 8. 댈러스 공항 나오는 장면



9. Kay 교수님과 함께 입국 확인 10. MVP 최혁철학생 댈러스공항포즈



11. 댈러스 입국 환영 단체 사진 12. 학교버스로 이동



13. 텍사스주립대 도착 14. 기숙사 입실 전 저녁식사



15. 기숙사 Check in 16. Kay교수 글로벌프론티어오리엔테이션



17. 한국학생회 간부와 함께 18. 월마트 쇼핑 보기



19. 월마트에서 결재하기 20. OT에서 클린턴 명예교수와 함께



22. 카페테리아21. 카페테리아



23. 수강신청 24. 카운셀러와 수강 신청 미팅



25. 은행 계좌 개설 26. 담당 교수와 미팅



소개

Texas A&M ELITE Language Center
텍사스 A&M 엘리트 랭귀지 센터



교수진

http://tamuc.kr/?p=5193
http://tamuc.kr/?p=5193


교수진

http://tamuc.kr/?p=5164
http://tamuc.kr/?p=5164


ELITE 수업
강의 시간표 2022년 정시모집 개강일: 2022년 3월 7일



미국 출발





강의실 및
시설



강의실 및
시설



강의실 및
시설



이미지 메이킹
특강





























Admissions 입학지원

지원자격 •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 검정고시 합격자

• 2년제 또는 4년제 국내ㆍ외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학점은행제 재학생 및 졸업생

• 미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50%)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성적증명서 (20%)

- 자기소개서 및 에세이 (30%)

• 2차 면접 (50%)



Admissions 입학지원

제출서류 • 입학원서 (PDF파일 제출)

• 자기소개서 (PDF파일 제출)

• 반명함판 사진 (PDF/JPG파일 제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성적증명서 (PDF/JPG파일 제출)

• 토플, 토익 공인영어성적표 (해당자) (PDF/JPG파일 제출)

• 여권사본 (PDF/JPG파일 제출)



2022학년도 정시모집 안내 사이트
http://2022spring.tamuc.kr

http://2022winter.tamuc.kr/


Thank you So Mu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