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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rom Global Frontier Program
at Texas A&M-Commerce
Hello. I am Kay Hong-Nam, Professor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and
Coordinator of Global Frontier Program at Texas A&M UniversityCommerce. As a coordinator of the Program, I assist Korean students to
adjust to A&M-Commerce by serving as an advisor and mentor and
working closely with various academic departments and offices on
campus. In addition, Global Frontier Program work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Texas A&M ELITE Language Center in Korea for smooth
transition to A&M-Commerce after the completion of intensive English

Texas A&M University-Commerce

language program and college courses.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Kay Hong–Nam, Ph.D. Professor

soon as part of the Texas A&M University-Commerce family.
Thank you.

Coordinator of
Global Frontier Program,

EDUCATE. DISCOVER. ACHIEVE.

Kay Hong-Nam, Ph.D.

Curriculum and Instruction,
College of Education and

Welcome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exas A&M University-Commerce is a

Human Services,

supportive community where you can freely pursue your goals and grow your

Texas A&M University-

교육대학 교수이면서 Global Frontier Program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Kay

future. The Lion family consists of world-class faculty and staff, talented students,

Commerce,

Hong-Nam 교수입니다. Global Frontier Program 코디네이터로써 한국

more than 60,000 dedicated alumni, and a vast network of community supporters.

Commerce, TX 75429

학생들이 A&M-Commerce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여러 학과와 행정

903-886-5537

사무실과 밀접 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도 하고 있습

Together, we are building on our 130-year legacy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Please let us know how we can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educational experience and successfully reach your goals. Go Lions!

kay.hongnam@tamuc.edu

안녕하십니까? 저는 Texas A&M University-Commerce 텍사스주립대학교

니다. 또한 본 Global Frontier Program은 한국에 있는 Texas A&M ELITE
Language Center와의 긴밀한 협조로 한국학생들이 영어 학습 과정과 대학
교양 학점 이수 후 이곳 텍사스주립대로 원만히 입학이 진행이 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Texas A&M University-Commerce 가족의 일원

“At A&M-Commerce, we want to help
you transform your life through
education. Here, you can freely explore,
create, learn and innovate in a safe
environment where you feel welcome
and valued. Your future is bright, Lion!
Please let me know how I can help you
succeed!”

으로 여러분을 곧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ay Hong-Nam, Ph.D.

PRESIDENT MARK J. RU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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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Accounting 회계학 *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

Agribusiness 농업경영

컴퓨터정보시스템학
Teacher Certification Availabl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농업기술학
Ornamental Horticulture 장식용원예산업학
Industry

Agricultural Sciences 농업과학
Animal Science 동물학
Pre-Veterinary Medicine 프리-수의학과정*

Computer Science 컴퓨터사이언스 *
Construction Engineering 건축공학
Criminal Justice 형사사법학(범죄학)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
English 영문학

Applied Arts and Science 응용아트&과학

Art(General Arts) 일반아트 *
Art History 미술사
Studio Art 스튜디오아트

Biological Sciences 생물학 *
Preparatory Studies for Professional
Medical Fields Available

Biology (Broadfield) 전문메디컬준비과정
Business Administration 일반경영학
Business Analytics 경영분석학 *
Chemistry 화학 *
A.C.S. Professional Degree ACS 전문학위과정
Pre-Medical 프리-메디컬 *

Communication Studies 커뮤니케이션학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공학
Equine Studies 승마학
Finance 재무학

주요 전공

Learning and Technology 교육공학

General Studies 일반전공
History 역사학

Mass Media and Journalism

프리-로스쿨

Public Health 공중위생학
Social Work 소셜워크

Marketing 마케팅학

Sociology 사회학

Mathematics 수학

Spanish 스페니쉬

Music 음악 *

Sport and Recreation Management *

Teacher Certification Available

Studio Art 스튜디오 아트 *
음악교육

Nursing 간호학 *

Paralegal studies 법률보조원학
Photography 사진학
Studio Art

커머셜

스튜디오 아트

Ceramics 세라믹
Experimental Studies
Painting 페인팅
Sculpture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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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s and Majors 대학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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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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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ience 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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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분야, Biology 생물 및 Chemistry 화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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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Design 아트 & 디자인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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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음악전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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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경영
피아노

Programs 주요 전공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컴퓨터정보시스템

매스미디어 & 저널리즘

Instrumental 관현악
Piano Performance
Voice 성악

Table of
Contents

텍사스주립대 추가 학점 취득

Psychology 심리학 *

Management 메니지먼트학

Commercial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

Political Science 정치학
Pre-Law

Liberal Studies 리버럴학

Organizational leadership 조직리더쉽

General Business 일반비즈니스

College of Business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Services
College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s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al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실험연구

Technology Management 기술경영
Theatre 무대예술 *
Acting / Directing 연기 / 연출
Technical Theatre / Design

Tutoring 대학 내 학습 도움 튜터링

20

Resources 학습 도움 리소스 활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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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radition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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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A&M Korea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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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립대 한국교육원 엘리트랭귀지 센터
Tuition and Cost, Scholarships,

무대기술 / 디자인

Global Internship & Globa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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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isciplinary Studies 연계전공학
Kinesiology and Sports Studies
운동요법 및 스포츠과학
Human Performance

휴먼퍼포먼스

Physics 물리학
Astrophysics

천체물리학

Biophysics 생물물리학
Pre-Medical 프리-메디컬과정

Visual communication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
Art Direction

아트 디렉션

Design 디자인
New Media 뉴 미디어

Wildlife and Conservation Science 야생동물과 보존학

tamuc.edu/Aca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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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A&M University System

Welcome to

Texas A&M University-Commerce

Texas A&M University System은 1948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Texas

■1889년에 설립되었으며 5번째로 가장 오래된 텍사스 주립대학
■Texas A&M University System 소속대학 (2번째로 큰 대학)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댈러스-포트워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인접한 주립대학교 (인천-댈러스 대한항공 / AA항공 직항)
■Commerce (Main Campus), Dallas (Branch), Mesquite (Branch) 등 총 12,490명의 학부, 대학원생이 등록
■경영대, 공대, 교육학 등 총 100개 이상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 프로그램

A&M University-Commerce (Global Frontier Program)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Tarleton State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Central Texas
■Texas A&M University-Kingsville
■Texas A&M University-Texarkana

■Prairie View A&M University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Texas A&M University-San Antonio
■West Texas A&M University

■Top 3 온라인 MBA(경영학석사) 프로그램
■97% 교육대학 교사자격증 취업률 및 95% 전체대학 졸업생 취업률
■a Doctoral Research University(박사연구대학교)
■대학교 위치가 IT산업이 몰려 있는 댈러스, 플래노에 인접하고 있어 Texas Instument, EDS, AA항공사, Pizza Hut, 도요타
미국 법인 본사, 삼성전자, KOTRA, 현대해상 등 다양한 글로벌 회사가 있어서 외국학생들의 취업 및 인턴쉽이 용이
■대학 내 기숙사,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

74

22:1

student to
faculty ratio.

The Texas A&M System대학 간 편입
Texas A&M University-Commerce에 진학을 한 후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최소 3.2(4.0만점) 이상의 성적 및 진학 입학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Texas A&M University System 대학내 진학이 가능

Academic Experience
undergraduate
programs.

Did you know?

25

median
class size.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공대, 경영대 등이 유명하며 대부분 전공이 세계 랭킹 10위~50위권에 속하는 명문대학

TAMUC 교양영어 ENG 1301/ENG 1302 C학점이상을 받으면 토플 없이 진학이 가능한 대학
Commerce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39위)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35위)
■Purdue University (53위)
■University at Stony Brook-SUNY (88위)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30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42위)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66위)
■Parsons School of Design

소속 캠퍼스 수 : 11개 캠퍼스
소속 총 학생 수 : 152,000명
소속 총 교직원 수 : 26,000명
총 연구기금 : $972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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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Quick Facts
Admissions
INTERNATIONAL

FRESHMAN
RANK

ACT

Old SAT

New SAT

TOP

minimum
composite

minimum
combined+

minimum
combined+

30%

21

980 1060

ELITE ELI
Language Center
in Korea:

General
College Courses:
Minimum 2.0 GPA

Level 3 with
a score of 80

Psychology, Mathematics,
Economics, Sociology

Finances
Books &
Supplies

$1,400/yr

In-State
Tuition & Fees

74,193,348
awarded in financial aid.

$

8,434/yr

Housing
& Meals
Out-of-State
Tuition & Fees

$

$8,404/yr

$

20,884/yr

73%

12,490

of undergraduate
students at A&MCommerce receive
financial aid.

Students
Enrolled.

Location Dallas - Fort Worth
미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 추신수선수 소속 팀, 텍사스 레이저스가 있는 메이저리그 도시
■미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 댈러스를 중심으로 약 800만명의 인구가 거주
■항공/방위산업의 리더인 Lockheed Martin, Bell Helicopter, 세계 최대의 에너지 석유

Students enrolled from
165 counties, 43 states,
and 65 countries.
61% FEMALE

39% MALE

화학기업인 Exxon Mobile의 본사, Texas Instrument, EDS 본사, Motorola, Nortel,
Nokia, Ericsson, 삼성전자 미국통신법인(Samsung Telecom-munication America)
등이 위치
■세계 3위 규모의 DFW (Dallas - Fort Worth) 국제공항 보유 (대한항공, AA항공 매일
인천공항 직항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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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P시험을 통한
Texas A&M University–Commerce
텍사스주립대 추가 학점 취득

텍사스주립대학교 아카데미 패스웨이 프로그램
Texas A&M University-Commerce Academy Pathway Program

텍사스주립대 한국 교육원 Academy Pathway Program (대학 파운데이션과정)
(반년차 = 1학년 1학기)
영어 : 텍사스주립대 대학진학준비 영어과정 (토플 미소유자는 토플면제 혜택)
교양 : 최소 12학점 교양학점 평균 C학점이상 이수 (고교내신/SAT 면제 조건)

Texas A&M University–Commerce 텍사스주립대학교는 College–Level Examination Program (CLEP) 시험을 통해 최소 3학
점에서 최대 12학점 추가 학점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WHY TAKE A CLEP EXAM? CLEP 시험을 보는 이유는?
CLEP시험으로 유학 비용과 시간 절약
과목당 약 12만원 응시료만 비용지불
CLEP시험을 통한 추가 학점 취득으로 조기 졸업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정규학사과정
(0.5~2년차 = 1학년 2학기~2학년 2학기)
교양필수 및 전공교양 이수 (매 학기 평균 15학점 이수) 및 Summer 글로벌 인턴쉽 참가

상대적으로 쉬운 학점 인정
객관식 출제, 1년 내내 시행, 약 65% 점수면 합격
기초교양과목은 인정을 받고 바로 전공 과목 수강

Texas A&M University–Commerce CLEP 시험 학점 인정 과목 리스트
Exam Title
시험과목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정규학사과정

미국 및 국내 명문대 편입

(3~4년차 = 3학년 1학기~4학년 2학기)
ㆍ전공 및 부전공 포함 총 120학점 이상 취득 후

ㆍTop 50 미국 명문대 편입 및 국내 명문대 편입

ㆍ학사학위 취득 및 Summer 인턴쉽 참가

졸업 후 인턴쉽 및 취업
ㆍOPT(임시취업비자)를 통한 미국 내 인턴쉽 및
취업 (최소1년~최대3년)
ㆍ한국 내 삼성, LG, 포스코, 현대증권, EY 등
대기업 및 외국인 회사 취업 및 인턴쉽

졸업 후 대학원 진학
ㆍ하버드, 콜럼비아, MIT, 스텐포드, UT-Austin,
UCLA, UC-Berkeley 등 미국내 명문 대학원 진학
ㆍ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근무

American Government
American Literature
Analyzing and Interpreting Literature
Biology
Calculus
Chemistry
College Algebra
College Composition or College
Composition Modular
College Math
English Literature
Financial Accounting
French Language Level 1
French Language Level 2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 (to 1877)

Texas A&M University-Commerce 대학교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국내 대학교 교양과목
국내대학교 교양과목
경제경영수학

텍사스주립대 교양과목

Mathematics for Business and Economics Math for Business Applications I

* 국내 모든 4년제/2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은 편입학점으로 인정이
되며 졸업학점 인정여부는 텍사스주립대 개설 교과목과의

대중매체의이해 Understanding Mass Media

Mass Commun in Society

미술사

History of Art

History of Art I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Prin Micro Economics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Introduction to Sociology

학사편입으로 지원을 할 경우 필수교양 12학점과 전공 30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Introduction to Psychology

학점을 취득만 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유사성 일치도 및 전공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국내 모든 4년재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총장명의 학위나
교육부장관 학위를 소유한 학생이 본 텍사스주립대에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I (After
1865)
Humanities
Human Growth &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s & Computer
Applications
Introductory Psychology
Introductory Sociology
Natural Sciences
Precalculus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Principles of Marketing
Principles of Management
Social Sciences
Spanish Language Level 1
Spanish Language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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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Civilization I: Ancient Near East
to 1648
Western Civilization II: 1648 to the
Present

Course Equiv.
동일 과목 명

Semester Hours
학점인정 시간

Score Needed
합격 점수

PSCI 2301
ENG 020
ENG 020
BSC 1411 & 1413
MATH 2413
CHEM 1311 & 101
MATH 1314

3
3
3
8
4
4
3

50
50
50
56
50
50
50

ENG 1301

3

50

MATH 1324 or 179
ENG 020
ACCT 221
FREN 131 & 132
FREN 131, 132, 231
& 232
HIST 1301

3
3
3
6

50
50
50
50

12

59

3

50

HIST 1302

3

50

ENG 020
PSYC 322

2
3

50
50

CSCI 126

3

51

PSYC 2301
SOC 1301
BSC 010
MATH 142
ECON 2301
ECON 2302
MKT 306
MGT 305
PSY 020
SPAN 131 & 132
SPAN 131, 132, 231
& 232

3
3
3
3
3
3
3
3
6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2

63

HIST 020

3

50

HIST 020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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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s and Majors

대학 및 전공

Colleges and Majors

경영·상경계열 분야

이과계열 분야

■ Accounting (회계학 전공) ■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행정학 전공) ■ Economics (경제학 전공) ■ Finance (재무관리학 전공)
■ General Business (일반경영학 전공) ■ Management (경영관리학 전공)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학 전공)
■ Marketing (마케팅학 전공) ■ Business Analytics (경영분석 전공) ■Professional Accountancy/MBA with a Minor in Accounting BPA/MBA

■ Agricultural Sciences (농학전공) ■ AgriBusiness (농업경영전공)
■ Physics (물리학전공) ■ Chemistry (화학전공)
■ Agricultural Sci. Technology (농업과학기술전공) ■ Animal Science (동물학전공)
■ Applied Sciences (응용과학전공) ■ Wildlife Conservation Science (야생동물보존학전공)
■ Mathematics (수학전공) ■ Astronomy (천문학전공) ■ Biological Science (생물학전공)

•총 89명의 교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U.S. News & World Report’s annual Best Graduate School 랭킹 5위
•AACSB경영학 인증대학 (미국전체 대학 5%)
•온라인 MBA(경영학석사) 프로그램 랭킹 : 3위
•4+1(학부+석사통합과정) 운영
•회계학전공과 동시에 AACPA(미국공인회계사)자격증 취득과정
•Big Data(빅 데이터) 학업을 위한 Business Analytics전공 신설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무관리전공
•댈러스지역 글로벌유통 취업을 위한 마케팅전공

공과계열 분야
■ Electronic Engineering (전기공학전공) ■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공학전공) ■ Computer Science (컴퓨터학전공)
■ Construction Engineering (건설공학전공) ■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컴퓨터정보시스템전공)
■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전공) ■ Technology Management (기술경영전공)
•컴퓨터공학과는 한국인 교수진의 진로 및 학사지도
•IT중심 도시인 댈러스지역에서 다양한 인턴쉽 및 취업 제공하고 Raven Software
Solutions, Inc. 협력 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 시 RA(연구조교)제공 및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음.

인문·사회계열 분야
■ Psychology (심리학 전공) ■ History (역사학 전공) ■ Liberal Studies (리버럴스터디) ■ English (영문학 전공)
■ Sociology (사회학 전공) ■ Spanish (스페니쉬학 전공) ■ Journalism (저널리즘 전공)
■ Radio And Television (라디오·텔레비전 전공) ■ Speech Communication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공)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전공) ■ Criminal Justice (범죄법률학 전공)
•심리학은 최근 각광을 받는 분야로 총 13명의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교육심리, 산업심리, 카운셀링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음.
•US News 베스트대학원 과정으로 선정되었으며 심리상담사,
카운셀러 등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

간호대•의대•치대•수의대분야
■ Nursing (간호학전공) ■ Pre-Medical (프리메디컬전공)
■ Pre-Physical Therapy (프리물리치료전공) ■ Pre-Veterinary Medicine (프리수의학전공)
•간호학과는 총13명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CCNE 간호학 인증학과임.
•미국 군부대 간호장교로 취업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미국 대형병원에
간호사로 인턴쉽 및 취업
•생물학과 화학과는 의대지망생을 위한 Joint Admission Medical Program운영
•The Biomedical Institute for Regenerative Research (BIRR) 바이오 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Alton L. & Louise M. Biggs 등 다양한 연구조교 장학제도

교육계열 분야
■ Bilingual/ESL ■ Early Childhood (유치원생) ■ Middle Level (초·중등) ■ Secondary (중·고등)
■ Learning and Technology (교육공학) ■ 미술, 음악, 수학, 과학 분야별 미국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
•총 17전공에 100명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의해
분류된 Level II Doctoral Research University (박사 연구중심 대학)
•Directory of U.S. Colleges Database Online Magazine 랭킹 :
교육학분야 전체 1위(텍사스 주), 13위(미국 전체)
•텍사스 주 내 가장 규모가 큰 교육대학 (학부, 석사, 박사)
•교육대학 교사자격증 취업률 97%
•한국인 교수들의 진로 상담

체육계열 분야
■ Sports and Recreation Management(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경영학 전공) ■ Human Performance 전공
■ Athletic Training Education Program 전공 ■ Coaching Athletics 전공 ■ Kinesiology and Sports Studies 전공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경영학 전공은 홍보대행사 또는 이벤트회사 등에서 각광을 받는 분야 임.

무대예술 분야
■연기 ■ 무대예술 ■ 무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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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전공

•총 13명의 교수진의 구성
•연기, 연출, 감독. 무대예술, 무대디자인, 무대기술 전문 실무교수진
•Bill and Ann Stokes Theatre Scholarship, Hoyle and Ann Julian Oglesby Theater Scholarship 등 다양한 장학제도
•The Tony and Liz Buckley Award for Excellence in Student Playwriting, Outstanding Student in Theatre
Undergraduate Studies 등 다양한 수상 실적
•취업을 위한 커리어 전문 교수진 운영
•University Playhouse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실습 기회 제공

영어보다

컴퓨터 언어

S·T·E·M
미국회사 취업문 뚫어라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 미국에서 외국학생들의 STEM전공자는 취업비자, 영주권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스템분야로 인정받는 전공
리스트들은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이공계분야, 의학분야, 일부 경영학 분야가 STEM
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과 학 (Science)
기 술 (Technology)
공 학 (Engineering)
수 학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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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경영대학

Major 전공
Accounting (회계학), Finance (재무관리학), Management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행정학), General Business (일반경영),
Economics (경제학), Marketing (마케팅학), Business Analytics (비즈니스분석학)

Business Analytics 비즈니스분석전공 소개
Business Analytics (비즈니스분석)학과는 최근 가장 빠르게 떠오르고 취업 수요가 많은
빅 데이터분석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 전공입니다. 빅 데이터의 수집, 구성, 분석, 최적화
및 해석을 통해 경영분석에 빅 데이터의 파워를 활용하고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에 사용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요 배우는 과목은 Business Computer Systems, Data and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Programming, Marketing Research, Data
Mining, Business Analytics Modeling 등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본 전공은 STEM전공으로
국제학생들이 졸업 후 OPT를 가지고 3년간 인턴쉽 또는 정식 채용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분석학과 전망
비즈니스 분석전공 – 2026년까지 28%의 일자리 성장 예상
비즈니스 분석전공은 Computerworld 설문 조사에서 가장 전망 좋은 전공에서
2위를 차지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향후 미국은 14만~19만 명의 비즈니스
분석 기술을 보유한 개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

Accounting 회계학전공 소개
회계학전공은 재무 데이터를 통해 의사 소통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회계사는 대기업과 중
소기업 모두에게 재무 기록을 정리하고 세금 환급을 백업하며 재무 의사 결정을 안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exas A&M University-Commerce에서 회계학 학위를
취득하면 CPA (공인회계사) 및 CFA (공인재무분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공 회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학 전공은 학부석사 4(학부)+1(석
사) 통합과정을 5년 내에 학사, 석사를 비롯하여 AICPA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 타 전공에 비하여 인턴쉽 및 취업이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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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ience 컴퓨터공학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컴퓨터정보시스템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시스템 전공은 ABET의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
의 인증을 받은 전공이며 컴퓨터공학은 사이버 보안, 인공 지능, 프로그래밍, 코딩,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버 물리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운영 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
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계 학습 등을 공부합니다.
반면 컴퓨터공학의 응용분야를 배우는 컴퓨터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기
술, 데이터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 분
석가,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정보 시스템 관리 및 기타 정보 기술 분야로 성공하
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게 됩니다.

컴퓨터공학 전공 특징
컴퓨터공학 학생들을 위한 Epsilon Delta Pi, The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 (ACM) 등 학생 클럽 활동
Texas Instrument, Samsung, HP, Google, Amazon, Oracle, Teslar 등
텍사스 내 IT회사 인턴쉽 및 취업 용이
컴퓨터공학 내 3분의 한국인 교수님들의 한국인 학생 취업 및 진로 지도
컴퓨터공학 대학원 진학 시 $1,000장학금 및 년간 약 650만원 등록금 혜택

컴퓨터공학 주요 교수진

ABDULLAH
ARSLAN , PH.D.

DR. DANIEL
CREIDER, PH.D.

ANDREA GRAHAM,
PH.D.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Head/
Associate

DEREK HARTER,
PH.D.

Dr, Jinoh Kim,
PH.D.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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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메디컬 분야,
Biology 생물 및
Chemistry 화학 전공

Art & Design

아트 & 디자인 전공

Nursing 간호학전공
● Texas A&M-Commerce 텍사스 주립대는 2020년 3월 텍사스 내
가장 최신 간호대학 건물 준공
● 본 간호학 학사과정을 이수하면 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사 면허 시험 교육 요건을 충족
● 1,2학년은 Pre-Nursing과정이며 3학년부터 정규 Nursing과정을 공부
● 본 간호학은 CCNE 대학 간호 교육위원회의 인증을 받았음

Pre-Medical 프리-메디컬,
Pre-Dentistry 프리-치대 &
Pre-Physical Therapy 프리-물리치료과정
● 미국 의대는 4+4라고 부르며 의과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학부 4년제에서
생물학, 화학을 전공하면서 Pre-Medical (메디컬) 과정을 공부하고 학위 취득을 하며 의
과대학 진학 후 다시 4년을 공부하게 됨.

Major

세부 전공

Bachelor of Fine Arts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래픽디자인
•Art Direction 미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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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 History • Studio Arts
Bachelor of Arts
• Art Teacher Certification 미술교사자격증

Faculty

교수진

•Total 18 famous faculty

● Texas A&M-Commerce 텍사스 주립대는 화학과와 생물학과 내에 Pre-Medical,
Pre-Dentistry, Pre-Dental Hygiene, Pre-Physical Therapy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의대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Christine Blackhurst
Exhibitions Coordinator

Joe Daun
Sculpture

Josephine Durkin
Sculpture

Patti Doster
Coordinator of Art Activitie

Josh Ege
Visual Communication

Barbara Frey
Ceramics

Gerard Huber
Foundations

Casey McGarr
Visual Communication

Leigh Merrill
Photography

Emily Newman
Art History

Michael Odom
Assistant Professor

Virgil Scott
Visual Communication

Chad Smith
Photography

Marilyn R. Thompson
Art

William Wadley
Department Head

Vaughn Wascovich
Photography

Brian Weaver
Coordinator of Art Facilities

Lee Whitmarsh
Director of VisCom

Pre-수의학 과정
● Texas A&M Commerce 텍사스 주립대는 Animal Science 동물학과 내에
Pre-Veterinary Medicine (프리-수의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수의학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Facilities 아트 시설
Commerce Campus (메인 캠퍼스)

Biology 생물전공 & Chemistry 화학전공
● 생물학 연구소 및 대학원 진학 또는 의학, 치대, 물리 치료 등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시험 자격 시험 요건을 충족 시켜줌
● 생물학과는 생화학, 생물물리학, 미생물학 등 학위 취득에 관심 있는 과정을 제공
● 화학전공은 살아있는 시스템의 구조 및 화학 반응, 유기 또는 무기 광물 및
화합물의 특성 및 반응 또는 물질이 분자 수준 등에서 산업 경력 또는 연구원/대학원
진학을 준비시키고 또한 물리 화학, 생화학, 고급 무기 화학 및 도구 분석에서
추가 과정을 수강함
■ ACS Certified with Biochemistry Emphasis 생화학 ACS 인증 프로그램

•총 4개의 건물로 구성 (Main Art Building, University Gallery, Wathena Temple Fine Arts Building, Ceramics Facilities &
Painting Studios

UCD Center (다운타운 댈러스 캠퍼스)
•Visual Communication 전공 학생을 위한 다운타운 댈러스 위치
•Computer labs : Graphic Design, Web Site Design, Video and Ad Production, New Media, and High-end Modeling
and Animation.
•Visual Communication 전공 학생들에게 인턴쉽 및 취업 기회 제공 (The RICHARDS GROUP 인턴쉽 제공)

기초과목인정
최대 두 과목 기초 미술 과목을 인정해 줌으로써 바로 Upper 단계로 수업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추가 Art &
Design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미술 실기 과목 인정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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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A&M University-Commerce 미술대학 진학 시 기초 미술 실기과목인 드로잉I, 인체드로잉I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후 Pass를 하면 바로 고급과정 수업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추가 Art & Design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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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음악전공

Texas A&M University-Commerce
석•박사 대학원 프로그램
Texas A&M University-Commerce 텍사스주립대학교는 46개의 석사 및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있으며 특히 Educational
Psychology, Business Analytics, Computer Science, Family Nurse Practitioner (MSN) 대학원과정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알려져 있다.

Major 전공

Major

세부 전공

Bachelor of Music
• 피아노
• 성악
• 관악 (Flute, Oboe, Bassoon, Clarinet, Saxophone, Trumpet,
Horn, Trombone, Tuba)
• 타악
Bachelor of Science
• 음악교육 (음악교사자격증)

Facult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al Administration •English •Higher Education
•Supervisi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Accounting
•Agricultural Sciences •Applied Criminology •Applied Linguistics
•Art •Biological Sciences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nalytics •Chemistry •Computer Science •Counseling
•Curriculum & Instru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ducational Technology Library Science •Educational Administration
•Educational Technology Leadership
•Family Nurse Practitioner (MSN) •Finance
•Health, Kinesiology, and Sports Studies •Higher Education •History
•Management •Marketing •Mathematics •Music
•Organization, Learning, and Technology •Physics •Political Science
•Principal Certification •Psychology •Public Health •Reading
•School Psychology (Specialist) •Secondary Education •Social Work
•Sociology •Spanish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Management
•Theatre

교수진

입학조건

•Total 45 famous faculty

•학부 성적 3.0 이상 (GRE면제 조건)
•Texas A&M 텍사스주립대 한국교육원 ESL 및 토플과정 이수
•학업계획서, 영문이력서 등 제출

Dr. David Davies

Dr. Julee Kim Walker

학과장

(Flute 전공교수)

등록금
•In State Tuition 한 학기 $3,594 (약 400만원)
•Out of State Tuition 한 학기 $6,897 (약 700만원)

Facilities 음악 시설

장학조건

• 음대 건물 내 600석 규모 콘서트 홀
• 75석 리사이틀 홀
• 5개의 리허설 홀
• 피아노 및 전자 음악실
• 28개의 스튜디오 및 연습실

Music Major Scholarships

• 대학원생들에게는 다양한 장학 혜택 및 조교제도 부여
• 전공에 따라 $1,000장학금 및 In State Tuition 등록금 혜택 부여
• Full Time 대학원 조교는 년간 평균 $8,000~$16,000 수당 지불
• 컴퓨터공학 대학원 진학 시 $1,000장학금 및 약 650만원 등록금 혜택부여

장학금

•오디션통과자를 대상으로 매년 10명 이내의
학생들에게 $1,000장학금 및 1,300만원 학비 감면
18
2

등록금 혜택 부여

랭킹 # 7 Best Affordable
#79 (tie) in Best Online
AACSB Online MBA Programs Graduate Business Programs

Texas A&M University-Commerce

Graduate Program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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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ng 대학 내 학습 도움 튜터링

Resources 학습 도움 리소스 활용

대학 내 학생들의 학업 및 과제물 도움을 위한 개인 과외를 통해 체계적인 학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SUCCESS COACHES 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직접 배정됩
니다. 배정된 개인 SUCCESS COACHES는 학업 자문으로

Math

수학 튜터링

Writing

서 대학 생활로의 전환과 학업, 재무, 개인 및 경력 상담 제
공해 줍니다.

쓰기 튜터링

MATH SKILLS CENTER 에서는 미적분학 I 또는 그 이상

WRITING CENTER 본 쓰기 센터는 브레인스토밍에서 최

Gee Library 는 대학 내 도서관이며 스타벅스 커피점, 무

을 통해 등록한 학생들을 수학 학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

종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학생들을 지원합니

료 노트북 대여, 개별 데스크 및 PC 등 최신시설을 자랑합

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계산기 및 컴퓨터에 액세

다. 또한 본 센터는 공동 작업, 커뮤니티 작성 및 멀티 미

니다.

스 할 수 있습니다.

디어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Science

Multi-disciplinary
과학 튜터링

다양한 튜터링

TUTOR.COM® 은 연중 무휴 24 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JOINT ADMISSION MEDICAL PROGRAM 공동 입학 메

학생들은 수학, 과학, 사회 및 영어에서 한 학기당 4 시간

디컬 프로그램 학생들은 JAMP Room으로 전화하십시오.

의 일대일 온라인 튜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 화학, 유기 화학, 물리학 또는 기타 과학에 대한
도움을 받으러 오십시오.

WALK-IN TUTORING 은 예약을 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
을 위한 과외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Gee Library를 방문하십시오.

tamuc.edu/Math Skills Center•tamuc.edu/WritingCenter•tutor.com/TAMUC•tamuc.edu/ASC
20

tamuc.edu/SuccessCoach•tamuc.edu/SDRS•tamuc.edu/HispanicOut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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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Busy
& Get Hired 취업

대학 졸업 후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
하는 시간은 곧 시작됩니다. The
Career Development 경력 개발 직
원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 오래 전
에 생각하고 있으며 경력 개발의 중
요한 다음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 연결 및 경
험을 제공합니다.

Start Here

Find your passio
and set Passion

Focus on your career
development

Make connections and Sign up for our job and Beyond
expand your network internship database
graduation

커리어 카운슬러와 만나 자신에게

이력서, 자기 소개서 및 Linkedln

커리어 및 인턴십 박람회, 네트워킹

www.hirealion.com에서 파트 타임 및

경력을 바꾸거나 스킬을 재편성하거나

맞는 전공 또는 커리어를

프로필을 만들고 직접 또는 온라인

이벤트, 및 에티켓 디너에 참가하십시오.

풀 타임 고용 (캠퍼스 포함), 인턴십 및

경력을 향상시킬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찾으십시오! 성공을 위한

모의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

귀하를 졸업 후에도 도움을 드릴 수

보십시오.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십시오.

Hirealion.com

OU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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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INTERNED
&
BEEN HIRED AT:

AFLAC

L3 Technologies, Inc.

Dallas Museum of Art

Southwest Airlines

Dallas Arboretum

Texas Farm Bureau

Daseke, Inc.

Texas Instruments

Federal Reserve Bank

WFAA (Channel 8 TV in Dallas)

23

Spirit &
Traditions
우리는 자부심이 깊어 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1세기가
넘는 라이온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Lucky Lion (운이 좋은 사자) 손 표시를 번쩍임으로써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축하하고 위대한 유산을 존중하기 위
해 그것을 전시합니다.

14 NCAA Division II Sports
Sport

Men

Women

Basketball
Cheerleading˚
Cross Country
Dance˚
Football
Golf
Indoor Track & Field
Outdoor Track & Field
Rodeo˚
Softball
Soccer
Volleyball

2017 NCAA D2

2018 NCAA D2

FOOTBALL

SOFTBALL

NATIONAL

CHAMPIONS

REGIONAL

CHAMPIONS

THREE INDIVIDUAL TRACK NATIONAL CHAMPIONS

NCAA POSTSEATON TEAMS: Football, Volleyball, Men's
Basketball, Men's Golf, Men's and Women's Indoor Track & Field.
Men's and Women's Outdoor Track & Field, and Softball
˚NON-NCAA sports; cheerleading and rodeo compets on a collegiate level

24

Traditional
Events

Blue and Gold Wednesdays

Running of the Hill

Homecoming Bonfire

Pride Walk

Hot Dog Spirit Rally

Lions Roar

LionAthletics.com ┃#BGWednesda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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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ampus
Recreation

3

5

Texas A&M-Commerce에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 다니면서 매일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하는지, 커
뮤니티에 가입 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십시오. 지루하지 않도
록 여러 가지 활동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활동적이고 즐겁게 유지하십시오.
교내 게임, 축제 또는 공연에 관계없이 Lions (라이온스)의 소리는 캠퍼스 전체
에 있습니다.

9

• Compete for an intramural championship in at least
16 sports per semester including Human Hungry
Hungry Hippos. ①
• Play video games or a round of pool at The Club in
the Rayburn Student Center. ②
• Attend on-campus events like Lucky's Patio Party
held during our back to school welcome weeks. ③
• Relieve some stress in the weight room, cardio area,
or outdoor pool at the Morris Recreation Center. ④

10

• Zip line in the moonlight with Outdoor Adventure. ⑤
• Give back to the community during Operation Blue &
Gold, A&M-Commerce's day of service. ⑥
• Take an outdoor or indoor yoga class. ⑦
• Visit the 40-foot dome planetarium for weekly shows,
beginning with a tour of the current night sky. ⑧
• Attend art and music events, like The Block Party,
at various indoor and outdoor venues. ⑨
• Watch a theatre performance. ⑩

tamuc.edu/CampusLif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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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On-Campus Safety

캠퍼스 안전

보살펴주는 환경에서 평생 친구를 사귀고 최고의 대학

The University Police Department (UPD) 대학교 경찰국은 보호,

경험을 즐기기 위해 1학년 신입생과 2학년생은 캠퍼스

봉사 및 교육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각 기숙사에는 집에서 멀리 떨

UPD 경찰과 직원은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UPD는

어져 있지만 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있

범죄 예방, 차량 지원을 하며 더 많은 UPD 경찰이 캠퍼스 커뮤니

습니다. 본교의 Faculty-in-Residence program (기숙

티의 서비스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모든 전화에 응답하는 등 많은

사 교수진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교실 안팎에서 연결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함으로써 학업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고
안되었습니다.

SAVE THESE Non-Emergency: 903.886.5868
NUMBERS: Emergency: 911; 903.886.5111 or x5111

Freshman Housing 신입생 기숙사
PRIDE ROCK
• Single - and doubleoccupancy suites with
movable furniture
• Living room
• Private bathroom
• Free laundry facility
• First floor kitchen,
multipurpose room,
and TV lounge

PHASE III
• Single - and doubleoccupancy room
• Movable furniture
• Free laundry facility
• 16 skype/study rooms
• Centralized private
bathrooms by gender
• First floor kitchen,
conference room,
and community area

Upperclassman & Non-traditional
Freshman Housing 상급생 및 편입생 기숙사
WHITLEY HALL Single and double - occupancy
room with a connected
bathroom
SMITH HALL,
WOMEN'S HALL, AND
SORORITY HOUSE
Single - and double occupancy room with
shared bathroom
PHASE II For secondyear students, singleand double-occupancy
suites with living room
and priate bathroom

Dining

WEST HALL Twobedroom/one-bath
furnished apartments
NEW PRIDE Twobedroom/two-bath and
four-bedroom/two-bath
furnished apartments
PRAIRIE CROSSING
Honors College
apartments for seniors
and graduate students;
various room layouts
FAMILY HOUSING
Two-bedroom/one-bath
furnished apartments

교내식당

교내식당은 채식주의자 및 음식 알레르기가 있거나 식이요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Lion's Lair를 방문하여 닭 날개, 홈메이드 부리토, 훈제 바비큐 또
는 스타박스의 커피 한 잔을 맛보십시오.

tamuc.edu/R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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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Global Frontier Program

Texas A&M Korea Education Center

글로벌 프론티어 센터

텍사스주립대 한국교육원 엘리트랭귀지 센터

Global Frontier Program at TAMUC
■Texas A&M University-Commerce내에 글로벌 프론티어 학생들만을 위한 센터 운영
■현지 대학교수진 및 스텝진이 학생들을 위한 학업상담 및 취업상담
그리고 한국 학부모와의 개별 상담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프론티어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Dr. Kay Hong
교육대학 교수 및
글로벌프론티어 코디네이터

Korean Students
Association
한국학생회

모집단위
(기간 : 6개월)
학

TAMUC 한국 학생 현황
2019년재학생(95명)전공별 현황		
전공
학생수   빈도%
회계학
7
7.3%
일반경영학
19
20%
화학&생물
7
7.3%
미술&디자인 23
24%
컴퓨터공학
13
13.7%
전기공학
4
4.2%
간호학
3
3.1%
심리학
3
3.1%
기타
16
16.8%

졸업생 주요 진출 현황		

김★★ (서울대학교 구강생리학교실 연구원
및 노인지학과 석박사과정)
김★★ (현대자동차 알리바마주 미국법인)
이★★ (미국 군대입대)
백★★(LG전자)
양★★(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바이오 메디컬 박사과정)
김★★(삼성바이오로직스)
박★★(한국화학연구원)
권★★(농협은행)

타 대학 편입 주요현황

University of Illinois - 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Texas - Austin
Texas A&M University - College S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Twin Cities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 Diego
Purdue University
Parsons School of design (아트&디자인)
University of North Texas (재즈실용음악)
외 상위 50위권 대학으로 다수 편입

기

ELI ESL과정

대학 교양수업

수시모집 (겨울/봄학기)

매년 1월 ~ 6월  당해년도 가을학기 TAMUC로 진학

정시모집 (봄/여름학기)

매년 3월 ~ 8월  당해년도 가을학기 TAMUC로 진학

후기모집 (여름/가을학기)

매년 7월 ~ 12월  다 음 해 봄 학 기 TAMUC로 진학

겨울학기
(1월~2월)

봄학기
(3월~6월)

여름학기
(7월~8월)

가을학기
(9월~12월)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주 5일 30시간)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주 5일 30시간)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주 5일 30시간)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주 5일 30시간)

주 12시간 수업
(4과목)

주 12시간 수업
(4과목)

※일반경영학 : 마케팅, 경영정보, 경영분석학 등    ※기타 : 스포츠 경영, 공연예술, 교육학(미국교사 자격증) 등     

30
2

31

Tuition and Cost, Scholarships,
On-Campus Employment

Global Internship &
Global Employment
글로벌 인턴쉽과 글로벌 취업

Tuition and Cost (등록금과 비용)
1학년
US $ 기준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APP)

2학기
(TAMUC)

1학기
(TAMUC)

2학기
(TAMUC)

1학기
(TAMUC)

2학기
(TAMUC)

1학기
(TAMUC)

2학기
(TAMUC)

$15,340

$10,587

$10,587

$10,587

$10,587

$10,587

$10,587

$10,587

Housing기숙사

$ 2,750

$ 2,750

$ 2,750

$ 2,750

$2,750

$ 2,750

$ 2,750

Meals 식비

$ 1,850

$ 1,850

$ 1,850

$ 1,850

$1,850

$ 1,850

$ 1,850

$15,187

$15,187

$15,187

$15,187

$15,187

$15,187

$15,187

Tuition and Fees
등록금 및 비용

합계

$15,340

텍사스 주는 60여개의 Fortune 500 회사 본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이기도 합니다. 최근 테슬라
제2공장, 아마존 Warehouse, HP, 오라클 등 대형 회사들이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으며 특히 댈러스 메트로폴리탄은 약 10,000여
개의 글로벌회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AA항공사, 삼성전자, 도요타 북미법인을 비롯하여 50여개의 Big기업들이 이주를 하여
수 많은 인턴쉽 및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한 학기 15학점 기준임.
*** APP 비용 내역 : ELI ESL 영어교육비(교재비 포함), 교양학점 등록금 (12학점), 입학허가서(I-20) 취득, 비지취득서류대행
(비지Fee & Sevis fee는 개인부담), 현지정착서비스 (공황픽업, OT, 기숙사 신청, 수강신청), 학생 현지 기본생활 관리, 미국대학 /
한국대학 대학원 정보제공, 취업 (OPT) 및 인턴쉽 정보 제공.
*** APP 기간중 지방거주 학생은 대학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 기숙사비(2,185,000원) / 식비(895,000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감.
*** TAMUC 비용 내역 : 등록금(매 학기 15학점), 기숙사비, 식비 (항공료, 의료보험, 책값, 용돈은 불포함 임.)

Scholarships (장학제도)
TAMUC 장학금
■TAMUC General Scholarship (TAMUC 일반장학금) -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General Transfer Scholarship (일반 편입생 장학금) - 국·내외 대학에서 4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Music Major Scholarships (음악 전공 장학금) - Performance-Based Scholarships (오디션 결과에 따라 수여함.)
■Art Major Scholarships (미술 전공 장학금) - Daniel Lloyd Ross Memorial Endowment, June Kidder Memorial
Endowment
■Chemistry Major Scholarships (화학 전공 장학금)- Charles's. Rohrer Outstanding Organic Chemistry Student
Scholarship
■Engineering Major Scholarships (공학 전공 장학금)-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AGC) Scholarship, Buddie &
Debby Barnes Scholarship
■Business Major Scholarships (경영학 전공 장학금) - Marketing and Business Analytics Scholarship
※ 텍사수 주 법상 교내에서 $1,000이상 장학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등록금이 Out of State 등록금(외국인 등록금)에서 In-State등록
금(텍사스 주민 등록금)으로 바뀜.

On-Campus Employment (캠퍼스 취업)
TAMUC 국제학생들은 교내에서 최대 20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음.
미국 주민등록번호인 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부여 받을 자격이 됨
■근무장소 : 식당, 도서관, 기숙사, 레크리에이션 센터. 실험실 등
■RA (Resident Assistant) : 기숙사 입실 후 각 층마다 RA선발을 하며 RA가 되면 기숙사비를 면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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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인턴쉽 / 취업 프로그램
TAMUC글로벌 프론티어센터에서는 글로벌인턴쉽 /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기업
등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TAMUC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노동허가증 인 OPT를 가지고 1년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Degree 분야는
총 36개월(3년)간 취업이 가능합니다.

Fortune 500 댈러스지역 회사 랭킹 및 회사명
2
12
112
124
130
143
146
175
203
205
262
266
292
341
351
361
388
404
473
492
493

Exxon Mobil (Lrving)
AT&T (Dallas)
American Airlines Group (Fort Worth, Texas)
Fluor Corporation (Lrving)
Kimberly-Clark (Lrving)
Holly Frontier (Dallas)
J.C. Penney (Plano)
Texas Instruments (Dallas)
Dean Foods (Dallas)
Southwest Airlines (Dallas)
Game Stop (Grapevine)
Tenet Healthcare (Dallas)
Energy Future Hokings (Dallas)
Affiliated Computer Services (Dallas)
Energy Transfer Equity (Dallas)
Commercial Metals (Lrving)
Celanese (Dallas)
Dr Pepper Snapple Group (Plano)
Atmos Energy (Dallas)
Radio Shack (Fort Worth, Texas)
Wistron (Mckinney,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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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입학요강

Admissions 입학요강

Let’s get started

모집단위 및 일정

The goal of admissions is to make sure you’re ready for the challenges of the APP program, and
that TAMUC is the right fit for you. We look for Motivation, teamwork, and Grit.
Our Admissions Process

모집단위

개강일

프로그램 기간

텍사스주립대로 출발

수시모집

매년 1월 첫째주 월요일

매년 1월 ~ 6월

당해년도 8월 말

정시모집

매년 3월 첫째주 월요일

매년 3월 ~ 8월

당해년도 8월 말

후기모집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

매년 7월 ~ 12월

다음 해 1월 초

* Rolling Base (선착순 등록 마감)

>
Submit Application
입학지원서 제출

>
Schedule Interview
면접 스케줄

>
Attend Interview
면접/실기

지원자격

>

Admissions Decision
입학심사

Deposit to Enroll
등록 예치금 납입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검정고시 포함) 합격자 포함 / 2년제 또는 4년제 국내ㆍ외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학점은행제 학생
•미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전공 및 인원

일반

일반
계

열

정원

구 분

고등학교 3년 내신성적 및
수능성적 5등급 이내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에세이

면 접

합 계

서류심사 및 면접

40%

10%

30%

20%

100%

모집 전공 및 학과

인문•사회계열

심리학, 범죄심리학, 리버럴스터디, 영문학, 사회학, 저널리즘, 정치학 등

경영•상경계열

회계학, 마케팅학, 경영정보학, 경제학, 재무관리학, 일반경영, 경영관리학 등

※ 면접은 영어 원어민 면접관과 한국교수님이 영어 및 한국어로 진행 (한국어로 면접 가능)

공과계열

환경공학, 컴퓨터공학, 건설공학, 컴퓨터 정보시스템, 전기공학, 산업공학

미술

이공계열

생물학, 물리학, 화학, 농학, 농업경영, 농업기술, 동물학, 응용과학, 수학, 천문학 등

간호•의과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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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프리메디컬, 프리물리 치료, 프리수의학

교육학

교사자격증 취득과정 (특수교육, ESL교육, 초등영어교육, 중·고등 교육, 커리큘럼 등)

체육•스포츠계열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경영학, 운동선수 코칭, 운동요법 프로그램 등

무대예술

무대감독, 무대기술, 무대디자인, 연기 등

학과 전공
디자인 /
애니메이션 /
패션 / 건축 /
무대미술 / 사진

전형요소 반영비(%)
시험과목(택1)
실기 학생부 심층면접
기초디자인

60

미술
학위명

정원

Bachelor of Arts
Bachelor of Fine

모집 세부 전공

10명

Visual Communication in Art Direction, Design, New Media, Photography
Studio Arts in Ceramics, Experimental Studies, Painting, Photography, Sculpture

* Art Education (미술교육) 전공은 미국 정식 초ㆍ중ㆍ고등 미술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며 취업 시 매우 유리합니다.

음악

Music Performance
Music Education*

정원

4절지

4시간

사고의 전환

4절지

4시간 4절지 칼라시험만 진행되며 소묘는 안해도 됨

발상과 표현
상황표현

4절지
4절지

4시간
4시간

정물 수채화

4절지

정물 소묘

4절지

4시간 휴지, 배, 사과, 북어, 파, 생수병(1.5), 음료수캔,
4시간 라면(무파마), 가스렌지(휴대용), 와인병,

미술전공

점토 자유소조 점토소조 4시간

10명

실기시험을 위한 찰흙 및 기타 도구 본인이
지참

음악
세부 전공
피아노
성 악
관 악

전형요소 반영비(%)
오디션
학생부
면 접
60

10

30

오디션 시험과목
피아노 솔로작품 또는 소나타로 연주.
2곡 작품을 암보로 노래 (영어 1곡, 타 언어 1곡)
2개의 대조적인 에튀드(études) 또는 솔로작품 중에서 연주

시 간
30분

모집 세부 전공
Piano/ Voice/ Instrumental (피아노, 성악, 관악, 타악)
Piano/ Voice/ Winds and Percussion (피아노, 성악, 관악, 타악)

*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전공은 미국 정식 초ㆍ중ㆍ고등 음악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며 취업 시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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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Art History, Studio Art, Art Education*

Arts

전공
(Bachelor of Music)

10

절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 사진(반명함) 2매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해당자)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대학 성적증명서추천서 / 자기소개서 및 에세이 / 공인영어성적표(해당자) /
수상경력증명서(해당자) /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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