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 학생을 위한 안내

Rochester, NY | rit.edu/international

지식의 세계를 확장하세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RIT는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전문가와
스페셜리스트와의 협업하는
학생들의 생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학제가 교차하는 장으로,
놀라운 커리어의 출발점으로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영역을 탐구하고
도처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고유의 정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창조하고 발견하고 혁신할 도구와
공간이 있는 이곳에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실현하세요.
보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연 2회 개최되는 취업
박람회에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회사가
참여합니다.

RIT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세요

세계 최고의 기술 교육 기관 중 하나인 RIT
에는 다양하고 큰 포부를 품은 창의적인 학
생들이 모입니다. 우수한 학업 프로그램과
헌신적으로 소통하는 교수진, 훌륭한 시설
과 경험 학습에 대한 실용적인 강조에 역동
적인 학생 활동이 결합된 이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고 탐구합
니다.

종합 대학

9개 칼리지로 이루어진 RIT는 세계적인 명
성의 종합 대학으로 미술과 디자인, 과학,
공학, 경영, 환경연구, 의학과 건강과학, 컴
퓨팅과 리버럴 아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
에서 30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탁
월한 시설, 우수한 교수, 혁신과 기술 중심
의 과정을 토대로, 세계 정상급 교육을 통
해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
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학 순위권

RIT는 세계 최정상 대학 중 하나라는 명성을
갖추고 선도적인 칼리지 가이드, 업계 및 국제
적 평판의 간행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
▪ 전국 대학교 중 117위

▪ 수업료 대비 효율 학교 중 52위—“훌륭한

학교, 훌륭한 가격”

Princeton Review

▪ 2021년판 베스트 밸류 칼리지: 수업료 투

자 대비 ROI가 뛰어난 200개 학교에 등재

Forbes Magazine

▪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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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당 평균 학생 수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난해, RIT는 풀브라이트 해외 학생 프로그
램을 통해 12개국 15명의 국제 학생을 맞이
했습니다.

네트워킹 파워

RIT 학위 취득 시, RIT 학위가 가진 가치를 알
고 졸업생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 (계속 증가
하고 있는) 13만의 동문들과 교류의 장이 열
립니다.
국제 동문회를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 RIT
동문들이 여러 다양한 행사를 통해 조우합
니다.

산학 협력교육과
실제 체험 학습의
세계적인 선도자
RIT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만드는 것은 취득
한 학위뿐만이 아니라 학위 취득 전에 경험하
고 이룬 것들입니다.
다양한 경력 경로, 업계와 환경에 대한 조기
의 빈번한 노출 제공 등, 학생들의 성공에 대
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즉시 시작됩니다. 경
력 탐색 및 발견, 기술 개발과 경력 경로 계발
부터 협력 교육 기회까지, 직업 포부를 정의하
고 취업 기회를 추구하는 등, 실로 정교한 경
력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인 자기 발견과 직업적 실현의 경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국내와 국제를 가리지 않고
경력 개발에 힘씁니다. 지속적으로 준비하면
유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습이 강의실에서 시작되어 실제
세계에서 계속됨을 압니다.

연 2회 열리는 RIT
취업 박람회에 참
여 중인 학생들

취업 지원

취업 지원 및 산학 협력 교육 사무실(Office
of Career Services and Cooperative
Education)에서는 산학 협력(코업) 현장실
습 지원 이외에도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 상근직 구직

광고

▪ 급여 및 경력 정보

▪ 면접 및 이력서 작성
▪ 경력 상담

▪ 연 2회 전교생 대상 취업 박람회 및 전공별

취업 박람회
▪ RIT 학생을 고용하는 3,000여 개 고용주와
연결

산학 협력 교육—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
세계 산업 환경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정식 유
급 근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구—체험 연구와 발견을 통해 50여 개 연구
센터와 실험실에서 교수진 멘토와 함께 탐구
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험—중국, 크로아티아, 두바이와 코소
보의 RIT 글로벌 캠퍼스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문화적 인지력을 확대하면서
RIT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RIT는 코업과
인턴십 프로그램
최상위 학교 중
12위에 올랐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 ,
2022년).

국제 학생을 고용하는 업계 제휴업
체(일부 예시)

93%

캠퍼스 생활

전체 성과 지수

주거

성과 지수는 취업하였거나, 정규 과
정 학생으로 등록하였거나, 군입대 혹
은 자원 복무 중인 졸업생 백분율로
정의됩니다.

rit.edu/housing
RIT는 교내 기숙사,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를 제공
하는 안전한 주거형 캠퍼스입니다. 인근에
교외 주거 옵션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 학생 지원

3,600

rit.edu/iss
ISS는 우리 국제 학생들이 RIT에서 성공적이고 즐
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공하는 서비
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

유급 코업 근로 알선:
지난 3년간 국제 학생 대상

90

▪ 이민 문제 상담(예:

자격 유지, CPT 또는 OPT 신청)

%
미국 내

10%

국제

90%는 미국 내 45개 주에서, 10%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 교육원

rit.edu/elc
영어 교육원에서는 미국 대학에서 수학을 준비하
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과정을 수준
별로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
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5주 및 9주의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RIT는 디비전 I 남녀 하키 등, 23개 대학 대항
남녀 스포츠를 제공합니다. RIT에서는 교내
스포츠도 인기가 있으며 2개의 아이스링크와
1개의 아쿠아틱 센터, 1개의 실내 경기장과 대
형 피트니스 시설 등 탁월한 레크레이션 시설
을 자랑합니다.

학사 학위 과정
미술과 디자인
3D 디지털 디자인

시스템(MIS)

미디어 아트 & 테크놀로지

그래픽 디자인

뉴미디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공학

일러스트레이션
인테리어 디자인

미디어 아트 & 테크놀로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뉴미디어 디자인

스튜디오 아트—
세라믹 전공
확장형(Expanded Forms) 전공
가구 디자인 전공
유리 전공
금속 및 주얼리 디자인 전공
페인팅 전공
프린트메이킹 전공
조소 전공

비즈니스와 경영
회계

커뮤니티 개발 & 포용적 리더십

경제

재무

호텔 관광 경영

뉴미디어 인터랙티브 개발
웹 & 모바일 컴퓨팅

공학과 공학기술
의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기술—
건설 관리
		 전공
구조 설계 전공
수자원 전공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
기술—
오디오 전공
이동통신 전공

전기공학—
인공지능 전공
청정 재생 에너지
		 전공
컴퓨터 공학 전공
로보틱스 전공

경영 정보
시스템(MIS)

전기공학
기술—
오디오 전공
이동통신 전공

공급망 관리

산업공학

글로벌 비즈니스 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미디어
광고 & 홍보

이미징 과학

기계공학—
항공 공학 전공
자동차 공학 전공
생명공학 전공
에너지 & 환경 전공

ASL–영어 통역

기계공학 기술

인문, 컴퓨팅 & 디자인

마이크로전자공학

미디어 아트 &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 제조 공학 기술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뉴미디어 디자인

뉴미디어 인터랙티브 개발

컴퓨팅과 정보과학
3D 디지털 디자인

생물정보학 & 계산생물학—
분자유전 전공
계산수학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 기술
컴퓨터 과학

컴퓨팅 & 정보 기술
컴퓨팅 보안

인문, 컴퓨팅 & 디자인

게임 디자인 & 개발
인간 중심 컴퓨팅

이미징 과학
경영 정보

메카트로닉스 공학 기술
패키징 과학

소프트웨어 공학

rit.edu/first-year
환경연구와 지속가능성

토목공학기술—
건설 관리 전공
구조 설계 전공
수자원 전공
환경과학

환경 지속가능성, 보건 & 안전—
환경 지속가능성 전공
직업 건강 & 안전
		 전공
측량 & 지형공간 분석
		 전공
패키징 과학

게임 디자인, 개발 및 아트
3D 디지털 디자인

필름 &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 개발

인문, 컴퓨팅 &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뉴미디어 인터랙티브 개발
웹 & 모바일 컴퓨팅

보건 전문직과 의학

생물정보학 & 계산생물학—
분자유전 전공
생물의학

생명공학 & 분자 생명과학
진단의료초음파(초음파)

식이 & 영양
운동과학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영양과학

보조의사(BS/MS)

의학 예비(Pre-med)/수의학 예비
(Pre-vet)

인문과 사회과학
응용 미술 & 과학* mouse

응용 현대 언어 & 문화—
중국 전공, 프랑스 전공
일본 전공, 스페인 전공
ASL–영어 통역

수학과 과학
응용 수학

응용 통계 & 데이터 분석

생화학

생물정보학 & 계산생물학—
분자유전 전공

생물학

생물의학

생명공학 & 분자 생명과학
화학

계산수학

이미징 과학
물리학

의학 예비(Pre-med)/수의학 예비
(Pre-vet)

사진, 필름과 애니메이션
필름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전공
프로덕션 전공

이미징 과학

모션픽처 과학

사진 & 이미지 아트—
광고 사진 전공
파인아트 사진 전공
사진저널리즘 전공
시각 미디어 전공

사진과학

미결정 및 개별 연구
응용 미술 & 과학* mouse
미술 탐구

경영 탐구

컴퓨팅 탐구

디자인 탐구
공학 탐구

공학 기술 탐구

리버럴 아츠 탐구

사진 미술 & 과학 탐구
과학 탐구

커뮤니티 개발 & 포용적 리더십

형사 행정학

인문, 컴퓨팅 & 디자인

경제

영어

역사

국제 & 글로벌 연구
박물관 연구
철학

정치과학

법학 예비(Pre-law)

심리학

공공정책

사회학 & 인류학

* Division of University Studies 내 School
of Individualized Study에서 제공.

mouse 온라인 학습 옵션 제공
온라인 전용

인쇄 시점 기준 정확한 정보입니다.

대학원 학위 과정

미술, 디자인과 건축

건축(M.Arch.) mouse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미디어

파인아트 스튜딩(MFA)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MS)

세라믹(MFA)

가구 디자인(MFA)
유리(MFA)

산업 디자인(MFA)
통합 디자인(MS)

미디어 아트 & 테크놀로지(MS)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MFA)

커뮤니케이션(MS)

의료 통역(MS)

미디어 아트 & 테크놀로지(MS)

인쇄 및 그래픽 미디어 과학(MS)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MFA)

컴퓨팅과 정보과학

컴퓨터 과학 내 인공지능(Adv. Cert.)

금속 & 주얼리 디자인(MFA)

빅데이터 분석(Adv. Cert.)

비주얼 아트–올 그레이드
(미술 교육)(MST)

컴퓨터 공학(MS)

무독성 프린트메이킹(Adv. Cert.)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MFA)

비즈니스와 경영

회계 & 재무 분석(Adv. Cert.) mouse

생물정보학(MS)

컴퓨터 과학(MS) mouse

컴퓨팅과 정보
과학(Ph.D.)

건설 관리(MS)

데이터 과학(MS) mouse

공학 관리(ME)

환경, 보건 & 안전 관리(MS) mouse

재무(MS)

건강정보학(MS)

인간-컴퓨터 상호작용(MS) mouse

이미징 과학(MS mouse, Ph.D.)
정보 기술 & 분석(MS) mouse

미디어 아트 & 테크놀로지(MS)

소프트웨어 공학(MS)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MFA)
웹 개발(Adv. Cert.)

공학과 공학 기술

건축(M.Arch.) mouse

공급망
관리(MS)

생물의학 & 화학공학(Ph.D.)

건강 시스템 관리(MS)

전기 & 컴퓨터 공학(Ph.D.)

린 식스 시그마(Adv. Cert.) mouse

공학 관리(ME)

의료 재무(Adv. Cert.)
호텔 관광 경영(MS)

제조 리더십(MS) mouse

미디어 아트 & 테크놀로지(MS)

컴퓨터 공학(MS)

전기공학(MS)
공학(Ph.D.)

환경, 보건 & 안전 관리(MS) mouse

제품 개발(MS) mouse

이미징 과학(MS mouse, Ph.D.)

기술 기업가 정신
(Adv. Cert.)

린 식스 시그마(Adv. Cert.) mouse

프로젝트 관리(Adv. Cert.) mouse

기술 혁신 관리 & 기업가 정신(MS)

직장 학습 & 교습(Adv. Cert.) mouse

환경, 보건 & 안전 관리(MS) mouse
패키징 과학(MS)

산업 및 시스템 공학(MS)

제조 & 기계 시스템 통합(MS)
제조 리더십(MS) mouse

소재 과학 & 공학(Adv. Cert., MS)

기계 & 산업공학(Ph.D.)
기계공학(ME, MS)

마이크로전자공학(MS)

마이크로시스템 공학(Ph.D.)
패키징 과학(MS)

제품 개발(MS) mouse

소프트웨어 공학(MS)

지속가능성 공학(MS)

지속가능한 시스템(MS)

개별 연구

전문성 연구(MS) mouse

수학과 과학

응용 & 계산수학(MS)

응용 통계(Adv. Cert., MS) mouse

천체물리과학 & 기술(MS, Ph.D.)

지속가능성(Ph.D.)

생물정보학(MS)

지속가능한 시스템(MS)

색채과학(MS, Ph.D.)

게임 디자인 & 개발(MS)

환경과학(MS)

지속가능성 공학(MS)

게임 디자인, 개발 및 아트
보건 전문직과 의학

생물정보학(MS)

의료 재무(Adv. Cert.)
의료 통역(MS)

건강 & 웰빙 관리(MS)

게임 디자인 & 개발(MS)

비즈니스 분석(MS) mouse

환경과학(MS)

데이터 과학(MS) mouse

경영 (MBA)

경영–
온라인 경영자(MBA) mouse

환경연구와 지속가능성

건축(M.Arch.) mouse

건강정보학(MS)

사이버보안(Adv. Cert.) mouse

경영–
경영자(MBA)

진동(Adv. Cert.)

컴퓨팅 보안(MS)

회계 & 분석(MS)

비즈니스(Ph.D.)

rit.edu/grad

건강 시스템 관리(MS)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MFA)

인문, 사회과학 & 교육
형사 행정학(MS)

공학 심리학(Adv. Cert.)
환경과학(MS)

환경, 보건 & 안전 관리(MS) mouse

실험 심리학(MS)
의료 통역(MS)

전문성 연구(MS) mouse

과학, 공학 & 공공 정책(MS)

청각 또는 시각 장애 학생의 고등 교
육(MS)
비주얼 아트–올 그레이드
(미술 교육)(MST)

화학(MS)

데이터 과학(MS) mouse

환경, 보건 & 안전 관리(MS) mouse

이미징 과학(MS mouse, Ph.D.)

소재 과학 & 공학(Adv. Cert., MS)

수학적 모델링(Ph.D.)
패키징 과학(MS)

물리학 (MS)

지속가능성(Ph.D.)

지속가능한 시스템(MS)

사진, 필름과
애니메이션

필름 & 애니메이션(MFA)

사진 & 관련 미디어(MFA)

전문성 연구(MS) mouse

전문성 연구(Professional Studies,
MS)는 학습자가 자체 직업적 목표에
따른 맞춤형 대학원 연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다학제간 학위입니다.

Ph.D. 과정

천체물리과학 & 기술
생물의학 & 화학공학
비즈니스
색채과학
컴퓨팅 & 정보과학
전기 & 컴퓨터 공학
공학
이미징 과학
수학적 모델링
수학 & 산업공학 Ph.D.
마이크로시스템 공학
지속가능성

mouse 온라인 학습 옵션 제공
온라인 전용

money7
RIT 보조금과 장학금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을 수여합니다.

입학 기한

학부
조기 허가 1 – 11월 1일
조기 허가 2 – 1월 1일
일반 허가 – 1월 15일
대학원
과정별 수시 입학 및
우선 기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정을 참조하십시오.

장학금

국제 학생은 모두
성적 기반 장학금 대상입니다.

총 경비

학부
2022-2023

캐나다

학년도
(2개 학기)

수업료

$53,720

예상 생활비 및 기타 경비

$18,634

예상 총 경비

$72,354

대학원
2022-2023

토론토

학년도
(2개 학기)

수업료(학기당 12~18학점)

나이아가
라 폭포

$54,176

예상 생활비 및 기타 경비

$18,750

예상 총 경비

$72,926

수업료(학기당 9학점*)

$40,626

예상 생활비 및 기타 경비

$18,750

예상 총 경비

미국

$59,376

오타와 

시러큐스

로체스터

버팔로
피츠버그

찰스턴

자세한 사항은 rit.edu/tuition을 확인하십시오.
*공학 및 컴퓨팅 과정

몬트리올

올버니
뉴욕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지원 요건
학부

 학업 서류(성적표,
마크시트, 학위 증서)
 지원서 수수료 $65
 TOEFL 또는 IELTS**
 포트폴리오(미술, 디자인
또는 미국 공예 지원자)

 SAT 또는 ACT 점수는 옵션

자세한 사항은 admissions.rit.edu
참조

영어 능력 시험
시험 유형

인터넷 기반 TOEFL(iBT)

바로 입학을 위한
최저 점수
79

지필고사식 TOEFL

550

IELTS

6.5

PTE Academic

58

최저 요건 미달 학생은 조건부 입학
대상자입니다.

대학원







학업 서류 (성적표, 학위 증서)
자기소개서
지원서 수수료 $65
TOEFL 또는 IELTS***
추가 요건(과정별 상이): GRE 또는
GMAT, 교수 추천서, 작문 샘플,
포트폴리오

자세한 사항은 rit.edu/grad참조.

**TOEFL 또는 IELTS 점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RIT 영어 능력 시험을 통해 영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RIT 영어 시험 수수료는 $5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rit.edu/studentaffairs/elc/test-dates를 확인하십시오.

***대학원 과정 다수는 최저 요건이 더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it.edu/grad를 확인하십시오.

대화에 참여하세요!
rit.edu/international
rit.org.cn (中文)

RITUniversityNews

RITfb

reddit.com/r/rit

@RITtigers

QQ 그룹 번호:
224366048

@RITtigers

weibo.com/ritedu

bit.ly/RITYouku

WeChat / 微信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RIT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RIT는 교직원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소중히 여기며 인종, 피부색,
신조, 나이, 군복무 여부, 성별, 젠더, 종교, 성적
지향성,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국적, 재향군인
지위 또는 장애와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r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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