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사회봉사의 주도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바래왔던 꿈의 학교가
설립되었던 해
설립이후부터 최고와 혁신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온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이제 미국의 명문대중 하나로 거듭나었다.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여러 분야에 걸쳐 넓은 범위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의 유일무이한 교육방식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에 이바지할 리더들과
인재들을 배출한다.

남녀공학 사립학교인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학생들은 미국 48개 주와 더불어 전 세계 65
개국에서 모여든다. 매년 1550 라는 수의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카네기
멜론의 총 학생 수는 6100명 으로 (대학원
제외),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포괄하며 넓은 범위의 학문과 예술을
대표한다.

대학교 안내
College of Engineering | 공과대학
College of Fine Arts (CFA) | 예술대학
Dietrich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C) | 문과대학
Information Systems (IS) | 정보과학과
Mellon College of Science (MCS) | 이과대학
School of Computer Science (SCS) |컴퓨터학과
Tepper School of Business (TPR) | 경영학과

학제간 연구과
Bachelor of Humanities & Arts (BHA)
Intercollege Degree Program
인문학과 문학간 다중학사 프로그램

Bachelor of Science & Arts (BSA)
Intercollege Degree Program
이학과 문학간 다중학사 프로그램

Bachelor of Computer Science & Arts (BCSA)
Intercollege Degree Program
컴퓨터학과 문학간 다중학사 프로그램

Integrative Design, Arts and Technology (IDeATe)
디자인과 미술, 공학을 통합하는 전공과

장소
PIT TSBURGH | 피츠버그
인구: 23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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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600m2 에 다다르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캠퍼스는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오클랜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피츠버그 시내에서 불과 10
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카네기 멜론 뿐만이 아닌
피츠버그 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와 연구시설, 박물관,
병원과 공공시설을 품고 있는 오클랜드 지역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다. 덕분에 학생들은 조용하고 아늑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도시의 문화,
사회적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
일학년 등록자 수: 1,550
대학교
총 학생수:

51% 여

6,100

49% 남

#YouAreWelcomeHere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대표한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런 학생들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화목하게 어우러지는
동시에 학생 하나하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이다.
Carnegie Mellon’s Center for Student Diversity
and Inclusion (이하 The Center) 은 학생에게
최적화된 대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다. 주로 캠퍼스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여러 그룹간의 대화와 접촉기회를
위해 일하는 The Center는 역사적으로 대변이
불충분하였던 소수민족의 학생들과 1세대 학생들을
지지하고 (여기서 1세대 학생들이란 가족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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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흑인, 라티노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
16% 국제학생
9% 1세대 대학생
15% Pell Grant (펠 그랜트 보조금: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주는 보조금)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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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뜻한다) dd
그들의 재능과 개성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학생들과 직접 파트너가 되어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고 활발하고 포용적인 캠퍼스 환경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The Center 의 이런
계획들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
•
•
•

1세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LGBQ+ (동성/양성연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민족 중심 프로그램
트랜스젠더 혹은 무성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수진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진은 전공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스스로의 학구열을 닦는것은
물론, 이 교수들과 강연자들은 교실, 연구실,
스튜디오나 각자의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

학생 대 교사 비율

13:1

좋은 교육방법이 뭘지, 무슨 지식을 물려줄지
항상 고민중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대학과
대학원생들을 둘 다 가르치는데, 대학생들은 특히
다양한 수상경력의 교수들과 함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67%

대학 강의또는 강좌중 67%는
한 반당 20명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92%

교수진 가운데 92%가 박사
또는 해당 분야 최종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Carnegie Mellon University • Office of Admission • 5000 Forbes Avenue • Pittsburgh, PA 15213 • 412.268.2082 • admission@andrew.cmu.edu

기숙사 / 시설

운동부 / 그 외 활동

19

기숙사 혹은
학교 소유 건물
(캠퍼스 내/외)

28

40+
280+

교육, 연구, 행정 시설

53

학교 거주시설에
머무는 학생비율

65%

NCAA Division III
대표스포츠팀들의 수

클럽 혹은 교내
스포츠팀의 수
동아리와
학생회들의 수

The Tartan Newspaper

Society of Women Engineers

Ballroom Dancing

SCS4ALL

Robotics Club

Treblemakers

Scotch’n’Soda Theatre

Global Business Brigades

The Thistle Yearbook

Spring Carnival

Kiltie Marching Band

Solar Racing

Masters of Flying Objects

Debate, Mock Trial, Storytelling

Amnesty International

Net Impact

Basketball Club

ALLIES

동아리와 학생회들의 예

입학안내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선별적인 입학절차는
훌륭한 성적은 물론 학교 내외 활동에 우수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일학년 합격자 통계자료

입학절차에 우선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하되,
standardized test scores (SAT, ACT 포함,
추천되는 SAT Subject Tests 와 필요하다면
TOEFL/IELTS 또한 포함), 오디션과 포트폴리오,
학교 밖 활동, 교사 추천서와 에쎄이들 또한
철처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비용 (2017-18 학기)
학비
수수료
기숙사/시설
교재
교통비
전체

$52,732
$1,178
$13,784
±$2,400
미정

$70,094+

학자금 지원 통계자료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지원 대상을 상대로)
76% : 학자금지원 지원자들중 76%가 필요에
의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
58%: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
중 58%가 필요에 의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
$37,691 – 평균 총 지원금

SAT- 언어 *

SAT- 수리 *

CFA

650-730

640-760

13%

3.71

32

31

31

DC

700-750

700-780

6%

3.80

34

32

33

Engineering

690-750

740-790

4%

3.88

34

34

34

IS

700-740

730-790

5%

3.83

34

34

34

MCS

700-760

740-800

5%

3.86

34

34

34

SCS

730-770

770-800

2%

3.91

35

35

35

TPR

680-740

720-790

7%

3.81

34

34

33

BXA

700-750

720-780

5%

3.88

34

33

33

전형방식

2017년 가을학기 입학 통계자료

조기 전형의 마감일은 11월 1일로,
카네기 멜론을 첫번째 지원상대로 뽑은
학생들을 위한 방식이다. 조기전형은
구속적이다. 이는 곧 합격자들은 반드시
카네기 멜론에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원자수
합격률
등록자수

일반 전형은 대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권고하는 전형방식이다. 일반전형
의 지원 마감일은 1월 1일이며
(연극영화과와 음악과는 12월 1일),
합격자 발표는 3월 15일 에서 4월 15일
사이에 일어난다.

$35,785 – 평균 보조금

범례
BXA Intercollege Degree Programs
CFA College of Fine Arts
DC	
Dietrich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IS Information Systems
MCS Mellon College of Science
SCS School of Computer Science
TPR Tepper School of Business

Rank (등급) GPA (학점) ACT- 언어 ACT- 수리 ACT- 과학

조기 입학은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건너뛰고 대신 대학교 입학을 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입학방법이다.
지원 마감일은 1월 1일이며, 합격
발표일은 3월 15일 에서 4월 15일
사이이다.

CFA School of Architecture (건축과) 337
CFA School of Art (미술과)
720
CFA School of Design (디자인과)
775
CFA School of Drama (연극영화과) 2,780
CFA School of Music (음악과)
763

51%
20%
7%
3%
21%

60
51
40
56
41

DC

4,341

22%

270

Engineering

8,992

14%

400

IS

1,258

8%

50

MCS

6,058

16%

220

SCS

6,907

7%

190

TPR

2,809

17%

140

35,740

13%

1,500+

TOTAL

*SAT Test 점수범위중 가운데 50% 내

cmu.edu/admission
2017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