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xas A&M University-Commerce, Global Frontier Program 

텍사스주립대 학사과정 

2022학년도 정시 신•편입생 모집요강 
정시모집 개강일: 2022년 3월 7일 

 

모집전공 및 인원 

계열 정원 모집 전공 및 학과 

인문•사회계열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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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계열 회계학, 마케팅학, 비즈니스분석학, 경제학, 재무관리학, 일반경영, 경영관리학 등 

공과계열 환경공학, 컴퓨터공학, 건설공학, 컴퓨터정보시스템, 전기공학,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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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의과계열 간호학, 프리메디컬, 프리물리치료, 프리동물학 

교육학 교사자격증 취득과정 (특수교육, ESL교육, 초등영어교육, 중고등교육, 커리큘럼 등) 

체육•스포츠계열 스포츠와레크레이션경영학, 운동선수코칭, 운동요법프로그램 등 

디자인•아트계열 그래픽디자인, 일러스트, 미디어아트, 파인아트, 무대미술, 사진, 인테리어, 미술교육 등 

음악계열 음악연주, 음악교육, 실용음악(Piano, Vocal, Winds and Percussion) 등 

 

지원자격 

•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 검정고시 합격생 / 국내•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학점은행제 학생 

• 미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구분 및 전형일정 

모집구분 원서접수 마감일 면접일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국내교육기간 텍사스주립대출발 

정시모집 2022/1/26 1/28(금) 2/04(금) 2/05~2/11 2022/3/07~8/17 

 

2022년 08월 23일 

텍사스주립대 진학 추가모집 2022/2/23 2/25(금) 2/28(월) 3/01~3/04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심층면접 합계 

서류심사 및 면접 20% 3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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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국내 6개월 과정 비용 안내 

세부교육내용    

토플면제 영어수업 및 대학준비영어과정 

 국내대학교 교양학점 수강 

(텍사스주립대학 12학점 인정) 

※ 상기 비용은 ESL교육비, 교재비, 입학허가서 (I-20) 취득, 비자취득서류대행 (비자Fee 및 Sevis Fee는 개인부담임),  

현지정착서비스(공항픽업, 현지 OT, 수강신청, 기숙사입실, 은행개설, 월마트방문 등) 및 학생지도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텍사스주립대는 국내대학 교양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12학점 취득 시 한 학기 등록금 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 국내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 성적은 미국 성적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며 그 평가비용 $335은 개인 부담임 

※ 교양과목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개론, 매스커뮤니케이션 4과목을 수강. 

 



Texas A&M University-Commerce, Global Frontier Program 

텍사스주립대학교 토플면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정시모집 개강일: 2022년 3월 7일 

 

텍사스주립대학교 Texas A&M University-Commerce (TAMUC) 

 

Texas A&M University-Commerce는 1889년 설립되어 텍사스에서 5번째로 오래된 주립대학으로 12,600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Texas A&M University-System 대학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한국 내 교수진 중 Texas A&M University-System 출신교수들이 가장 많으며 공대, 이과대, 

경영대, 교육대, 간호대, 미대, 음대 등 100여개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95%의 높

은 취업률과 경제적인 학비로 US News Ranking에서 항상 높은 평가를 받는 명문주립대학교입니다 

 

2017년 재학생 (73명) 전공별 현황       졸업생 주요 진출 현황                타 대학 편입 주요 현황 

전공 학생 수 빈도% 신** (현대증권) University of Illinois – Urbana Champaign 

회계학 7 9.6% 김** (한영회계법인 Ernst & Young University of Texas – Austin 

일반경영학 15 20.5% 김** (서울대학교 구강생리학교실 연구원 University of Minnesota – Twin Cities 

미술&디자인 14 19.2% 및 뇌인지학과 석박사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컴퓨터공학 6 8.2% 이** (담배인삼공사 미국법인)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전기공학 4 5.5% 김** (현대자동차 알리바마주 미국법인)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화학&생물 7 9.6% 이** (미국 군대입대) Purdue University 

간호학 3 4.1% 이** (서울쿠웨이트대사관) Parsons School of Design (아트&디자인) 

심리학 3 4.1% 김** (서울대 대학원) University of North Texas (재즈실용음악) 

기타 14 19.2% 이** (성균관대 심리학과) 외 상위 50위권 대학으로 다수 편입 

※ 일반경영학전공: 마케팅, 비즈니스분석, 재무관리학 등  ※ 기타전공: 스포츠경영, 공연예술, 교육학(미국교사자격증) 등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토플면제 특별전형의 특징 

• TAMUC 입학보장프로그램 (No 토플, No SAT, No 고교내신/대학성적, No 수능) 

No 토플 – 합격 후 6개월간 텍사스주립대 한국교육원에서 “토플면제 ESL 대학준비영어과정” 이수 후 토플면제를 받습니다. 

No 고교내신 – 국내대학교(학점은행제포함)에서 12학점(C학점이상)을 취득하면 편입생이 되어서 SAT와 고교내신을 면제  

받습니다. 

• 미국 내 대학 재 편입 – 학생이 희망을 하면 TAMUC 텍사스주립대 진학 후 ENG1301/1302(미국대학교양영어)을 C학점 이

상을 받으면 토플 없이 미국 내 타 명문 대학으로 재 편입이 가능합니다. 

• 현지학생관리시스템 –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내에 현지 담당교수가 운영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센터를 통해 공항픽업,  

기숙사 신청, 학점 신청, 취업을 위한 OPT 신청과 현지 인턴쉽 및 취업지도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비용 – 학비, 기숙사비, 식비, 의료보험 포함 1년에 약 $34,000 정도로 경제적인 비용입니다. 

• 기숙사 사용 – 텍사스주립대 진학 후 100%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2022년도 정시모집 학사 세부 일정  

2022년 3월 7일(봄학기 개강) -> 3월 11일(텍사스주립대 입학지원서 작성) -> 7월 4일(여름학기 개강) -> 7월 29일(I-20 입학

허가서 취득) -> 8월 5일(학생 비자 취득) -> 8월 23일(텍사스주립대로 출발) -> 8월 29일(Texas A&M-Commerce 텍사스주립

대 개강) 

※ 2022년 정시모집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은 2022년 03월 07일(월) 진행 예정 (텍사스주립대 교수진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