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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PC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29만평의 아름다운 환경에 지어진 PC는 

소규모 강의 환경에서 우수한 수업을 제공

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많은 수상 경력이 

있는 본 대학의 교수들로부터 개별적인 관

심을 받을 수 있게끔 돕습니다. 수업 외의 

활동으로 다수의 본교 학생들은 활기차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본교 또

한 학생들에게 스포츠, 리더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

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집중적으로 경험

하고 맛보기 위해 본교의 다른 학생들 혹은 

국제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본교의 국제처는 필요에 따라 학

생들이 장을 볼 수 있게끔 돕고, 다른 필요

를 채울 수 있게끔 돕습니다.

견학 및 여러 활동
국제학생들을 위한 여러 여행은 매 학기마

다 진행되고,  경비는 한 학기 등록금에 포

함되어있습니다. 이 여행들은 학생들이 지

역의 역사적인 도시와 유명한 행사들을 경

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의 여행지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그린빌, 콜럼비아, 그리고 조지아 

주의 서배나가 있습니다. (여행지는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뿐만 아니라, SIS 프로그램 학

생들은 캠퍼스에서 주최되는 여러 학생행

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예술공연, 연극, 영화상영, 강연과 밴드공

연, 사회봉사 등등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과과정
본교에는 32개의 각기 다른 전공이 있고, 

생물학, 역사, 경영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전공입니다. 국제학생들은 현지 미국학생

들이 듣는 어떤 수업도 선택할 수 있고, 본

교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

는 수업으로는 경영, 영어, 심리학, 역사 강

의들이 있습니다. 평균 수강인원은 15명으

로서 이는 같은 수업의 학생들, 그리고 본

교의 뛰어난 교수진들과의 더욱 더 쉽게 만

날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 더 잘 배울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비용 
수업료

기숙사비

매주 17번의 본교 식당시설에서의 식사

공항 픽업 서비스

도서관과 컴퓨터실 이용료

본교 헬스장, 스포츠행사, 세탁시설 사용료

지원 조건
지원 시 현 대학기관 등록상태이어야 함.

대학기관의 공식 성적증명서 제출

토플 TOEFL 550 (79) 혹은 IELTS 6.5 이

상의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

PC (Presbyterian College)  
빠르게 알아보기

 학생

• 1200명의 학생 수

• 남녀비율 50:50

• 95%의 학생이 학교 기숙사 거주

• 평균 12-15명의 수강인원

• 15개 국적의 학생

교수진

• 100% 전임교수진

• 94% 박사학위 소지

• South Carolina주 올해의 교수에 

6명의 Presbyterian College교수

가 선정됨

• 13:1의 학생 교수 비율

대학 생활

• 39개의 전공

• 12개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 70개의 동아리와 조직

• 16개의 스포츠팀

지원기한

가을학기 입학 지원기한: 5월 초   |   봄학기 입학 지원기한: 11월 초

지원 사이트: https://www.presby.edu/international/international-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