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입학부
레드랜드 대학교
학부 입학처

정보

http://www.redlands.edu
1200 East Colton Ave.
Redlands, CA 92373
전화: +1(909)748-8074
이메일: intladmissions@redlands.edu
연락처: 켄리 존스, 유학생 채용 담당
이메일: kenley_jones@redlands.edu
Skype: intl.redlands

저희 대학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n 재학생: 2,700
n 학생 대 교수 비율: 13:1
n 평균 학급 규모: 18-22
n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비율: 58%
n 학생 단체 수: 120
n 디비전 3 운동부 수: 21
n 캠퍼스 내 건물 수: 76
n 마스코트: 터버 불독
n	
매년 캠퍼스에서 개최하는 연극, 예술, 음악 및 문화
행사 수: 200

레드랜드 대학교 체험
레드랜드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레드랜드에 위치한
역동적이고 종합적인 인문 과학 대학교입니다.
레드랜드에서 여러분은 헌신적인 교수진과 적극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진정한 커뮤니티를 통해 체험하고 배울
것입니다. 저희는 예술과 과학 분야에 있어 변치않는
교육과 직접 체험 학습을 접목해 오늘과 내일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레드랜드의 학생들
이 졸업 후 최고의 대학원에 합격하고 만족스러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레드랜드 졸업 이후
최근 합격 대학원
컬럼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듀크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서울 경희대학교
런던 경제 대학교

뉴욕 대학교
툴레인 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에딘버그 대학교
오레곤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레드랜드 대학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저명한 교수님들은 학제간 경험, 학문적
업적, 연구 경험 및 여러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레드랜드 졸업생 최근 고용주

위치

국내 및 국제적 인증

인구 7만 명으로 친절하고 역사적인 레드랜드 시내는
캠퍼스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습니다. 레드랜드는
연간 300일의 화창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레드랜드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중앙에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국립
공원, 스키 리조트, 태평양 해변 및 다섯 개 주요 공항에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애플
바클레이즈
보잉
버버리

디즈니
펩시 주식 회사
에스리
스털링 투자
페더럴 엑스프레스 리츠-칼튼
구글
유네스코

5위-최고 가치(2017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
12위-서부 지역 최고 대학 (2017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
36위-서부 지역 최고 대학(2017 포브스)
미국 최고 대학 380개 (2017 프린스턴 리뷰)
지난 10년간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여 21명

유학생 및 학자 사무실
유학생들은 유학생 및 학자 사무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유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및 비자,
채용, 비자 변경, 학업 상담 등 레드랜드에서 학업 중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레드랜드 대학과 주변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며 대학 행사 및 학생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
http://www.redlands.edu/oiss

유학생 입학부

학업 프로그램
회계학
미술사*
아시아 연구
천문학*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생물학
경영학
화학
의사 소통 장애
컴퓨터 과학
창작
경제
교육 4+1		
자격증/석사
공학 3-2
영어
환경 과학
환경 연구

요구되는 영어 능력 점수
금융 경제
프랑스어
독일어
글로벌 비즈니스
역사
인간-동물 연구*
국제 관계
존스턴 센터
통합 연구
라틴 아메리카 연구
일반 교양
관리
수학
미디어 및 영상
문화 연구
음악
철학
체육*
물리학

정치 과학
법학 예과
의학 예과/보건학 예과
심리학
공공 정책
인종 및 민족 연구
종교 연구
사회학 및
인류학
스페인어
공간 연구*
스튜디오 아트
연극
연극 사업
여성, 성 및
성 정체성 연구
*는 부전공만 가능

존스턴 통합 연구 센터
존스턴 통합 연구 센터는 차별화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존스턴 센터의 학생들은 교수진의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각각 고유한 길을 개척합니다. 이 체험-배움
센터에서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교수진-학생 공동 교습 및
학습, 자치 주거 단지, 그리고 인문과학대학의 모든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근 졸업생들은 도시 농업, 문화간
사회적 행동, 해몽학의 신경 과학, 인권, 스토리텔링의
예술 및 시각 문화 등의 학위를 설립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redlands.edu/johnston
에서 확인하십시오.

입학 요건
n

	공통 입학 원서 제출
(신청비 50달러) http://www.commonapp.org

	레드랜드 대학교 질문을 포함한 개인 에세이
	통학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표
1학년생: 학과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공식
성적 증명서와 공식 번역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편입: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료한 대학 과정인 경우
IERF 또는 WES 평가가 요구됩니다.
n	
학과 지도 교수(또는 다른 학과 임원) 및 학력 평가가
가능한 교수가 작성한 추천서 두 장
n	
영어 능력 증명 - 레드랜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어 구사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유학생에게 요구됨)
n	
SAT 또는 ACT(영어가 모국어인 유학생에게 요구됨)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redlands.edu/apply에서
확인하십시오.
n
n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SAT 또는 ACT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통해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80 iBT/550 인쇄 TOEFL
	6.5 IELTS
n	
550 SAT 추론 읽기 및 말하기 또는
500 SAT 비판적 읽기
n 2 1 ACT 영어 및 읽기 부문
미국 공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학 수준의 영어 작문 과정
하나에서 C나 그 이상 수료(편입 유학생만 해당).
조건부 입학
레드랜드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미들버리 국제학
대학원과 제휴를 맺고 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레드랜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들버리 대학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
www.miis.edu에서 확인하십시오. 영어 실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 입학이 수여될 수도 있습니다.
n
n

원서 마감일
2018년 가을					
2018년 봄
11월 1일
얼리 디시전(구속력 있음): 11월 15일
얼리 액션(구속력 없음): 11월 15일
레귤러 디시전: 1월 15일
마감일 이후 접수된 원서는 빈 자리 여부에 따라
검토됩니다.

비용
2017-18 학년도:
n	
학비 및 수수료: 48,222달러
n	
기숙사(2인 1실,
기본 식사 플랜): 13,862달러
n	
교재 및 재료비(예상 비용): 1,850달러
n	
의료 보험: 1,741달러
연간 총 비용: 65,675달러

장학금 및 재정 지원
유학생은 입학시 연간 27,000달러에 달하는 성적 우수
장학금 수여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여되며 별도의 지원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레드랜드 대학교는 요구 기반 재정 지원을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국제
학력 평가 시험(IB)의 허용되는 점수에 따라 학과 학점이
수여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ntladmissions@redlands.edu
로 문의하십시오.

2017년 7월

레드랜드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