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체스터의 지역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코닥 및 제록스사(社), 로체스터 의과 
대학 센터(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등의 기관에서 인턴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의 학생들은 연주회, 스포츠, 학생회, ENACTUS(
경영자 학습), 등 50개 이상의 클럽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공 과목 및 프로그램은 생화학, 산업 경영, 음악, 의약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50개 교과 과정 및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학교 
홈페이지 www.roberts.edu를 방문해 주십시오.

Roberts Wesleyan College는 1866년도에 벤자민 티투스 로버츠(Benjamin Titus Roberts)가 설립했으며 기독교의 세계관을 대학 교육에 통합,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독자적인 부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에 등록된 학생은 미국 내 및 전 세계의 국제학생을 포함하여 1,800명 정도입니다.  33개국 출신의 국제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4% 정도입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는 탁월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경험이 풍부하고 저명하며 실용적인 교수법을 겸비한 
교수진이　지도합니다.  대부분의 담당 교수들은 전공별 산업 부문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며 현업의 노하우와 지식을 강의에 
적용합니다.

취업 지원부(Office of Career Services)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도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별 상담, 워크숍, 
취업 박람회, 취업 행사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취업률은 93%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학 캠퍼스는 뉴욕 주 로체스터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88 에이커 규모입니다. 교내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의 자랑인 3개의 첨단 교육 공간을 소개합니다.

•  최첨단 B. 엄격한 교육을 통해 부(富)에 대한 교육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토마스 골리사노 도서관(Thomas Golisano Library)

•  오케스트라와의 협주와 대형 콘서트가 가능한 1,000개의 관람석이 갖추어진 로버츠 문화 센터(Roberts Cultural Life Center).  그 외에도 
데이비슨 아트갤러리(Davison Art Gallery), 대형 오픈 아트리움, 쉬안 리사이틀홀(Shewan Recital Hall) 및 강의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4개의 코트가 설치된 체육관, 15미터 트랙, 수영장, 라켓볼 코트, 체력 단련실이 갖추어진 일등급 시설의 볼러 체육센터(Voller Athletic 
Center)  B.T. 카페(B.T.’s Café)에서는 각종 음식과 스낵류가 제공됩니다.

국제학생 입학 정보

지원자를 위한 정보

Roberts Wesleyan College



지원 절차 확인 사항 

q 온라인 지원서
q 추천서 2부
q 성적 증명서: 
 •  대학 입학 전 4년간 취득한 이수 과목 및 등급
 •  타 대학으로부터 전입하는 학생의 경우, 이수 과목, 점수, 과목별 수강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q  영어 능력 인증 시험 점수(최소 1개)
 •  TOEFL 540 이상(시험지 평가), IELTS 6.0 또는 75(인터넷 평가)
 •  SAT 독해 항목 450 이상
 •  ACT 영어 항목 18 이상
q  작성된 지원서, 지원 동기, 추천서 2부, TOEFL 성적(또는 SAT/ACT), 성적 

증명서를 Roberts Wesleyan College 입학 담당부서(Office of Admissions)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입학 전형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합격 통지서와 국제학생 재정확인서를 보내 
드립니다.  국제학생 재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입학 담당부서에 보내 주시면 
I-20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q  등록 및 기숙사 지원서와 예치금 $250을 함께 송부해 주십시오.
q  글로벌 교육 코디네이터 게일 린치(Gale Lynch)가 지원 서류 및 절차에 관한 

도움을 드립니다. 
 
	*모든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 English Language Institute

• Roberts ELI는 15주 과정(학기 당)이며 기초반에서 고급반에 이르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가을, 겨울, 봄/여름 학기) 운영합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 학부 과정과의 통합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험적인 학습 
기회를 통해서 대학 입학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1주 당 약 
25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고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Roberts Wesleyan College 
학부 과정의 조건부 입학 자격이 부여됩니다. 

• 매 학기 과정 수료 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학부 과정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함께 머물며 Roberts Wesleyan 
College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 Roberts ELI 과정은 오리엔테이션, 배치 시험, 미국 교육제도의 이해, 필요 시 
과외 지도, 관광지역 여행,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등의 차별화된 
운영으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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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커뮤니티 수상 경력 
•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 2013년도 지역별 

우수 대학교(북동부 지역)

• 프린스턴 리뷰 2013년도 북동부 지역 우수 교
육기관

• 2012-2013 우수 대학교, 우수 기독교 대학교 
및 우수 NYS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