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생 안내

폰트본 대학교 소개 
•	 소규모,	사립,	가톨릭
•	 1,375명의 학생
•	 30여 개 국가 출신의	200명 이상의 국제학생	
•	 94%	취직률
•	 직업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	 10:1의 학생 대 교수 비율
•	 20개의 남녀 스포츠 팀
•	 캠퍼스내 주거 가능
•	 국제 이벤트	
•	 	톱	100	지역 순위 대학교  

(U.S. News & World Report)

연간 학비 및 비용:
대학교	-	$26,760	USD
대학원 -	$13,950	USD
IEP -	$10,623	USD
	
장학금
자격 대상이 되는 모든 대학교 학생들은 최대	
$16,000	USD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신청 마감일
시작   마감일
8월(가을)	 	 7월	1일
1월(봄)				 	 11월	1일
6월(여름)	 	 4월	15일

프로그램 별 요건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지원처:
www.fontbonne.edu/international

대학교 프로그램
회계학	
응용행동과학	
응용수학	
아트	
생물정보학	
생물학	
경영	
카이프로택틱*
커뮤니케이션학	
컴퓨터 공학	
사이버 보안	
농교육	
영양학	
유아교육학	
초등교육학	
엔지니어링*
영어
운동학	
의류상품학	
구상학	
순수미술	
글로벌학	
그래픽 디자인	
보건교육 및 증진
역사	
휴먼 서비스
경영 및 리더십
경영정보시스템	
마케팅	
고등교육수학
의료실험과학
중학교 교육
간호학*
직업치료*
원헬스
로스쿨 예비전공
간호학 예비전공
전문 작문
심리학	
종교학*
사회 복지*

특수교육학	
언어병리학	
언어병리 지원 인증
스포츠 관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연극 및 공연예술
대학교 전공	(자신에게 맞게 설계)

*다른 대학과의 제휴

대학원 프로그램 
회계학	
아트	
컴퓨터 공학	
사이버 보안
데이터과학
농교육
농교육의 조기개입	
협력적이며 높은 영향을 주는 교습에 대한	

교육학 박사
교육학	
FCS:	종합보건 언론정보학
순수미술	
MBA		
MBA	(회계)
언어병리학
교습
연극
	
집중 영어 프로그램 (IEP)
•	 	1년 또는	16주	(8월-12월 또는 1월-5월) 
•	 	여름프로그램(6월-7월)
•	 	주 당	20	시간 강의
•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TOEFL	준비

학위 프로그램

뒷면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TOEFL IELTS
 대학 (학사)

모든 학사 프로그램 65ibt 5.5
 대학원 (석사)
교육대학 및 지원보건전문
농교육,	농교육의 조기개입 90ibt 7.0
협력적이며 높은 영향을 주는	
교습에 대한 교육학 박사 80ibt 6.5

교육학 71ibt 6.0
FCS:	종합보건 언론정보학 80ibt 6.5
언어병리학 90ibt 7.0
교습 71ibt 6.0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및 전문학
회계학

71ibt 6.0
MBA,	MBA	(회계)

교양학부

예술,	순수미술,	연극 배경 및 포트폴리
오 기반

컴퓨터과학,	사이버보안,	데이
터과학 71ibt 6.0



  New York  

  Chicago  

  Los Angeles  

Saint Louis, Missouri

기업 파트너십 기회
Fontbonne	University는	Boeing,	Bank	of	America,	
Centene	Corporation,	Edward	Jones,	MasterCard,	
Monsanto,	Scottrade,	Worldwide	Technology,	the	Zoo	
Museum	District	등 세인트 루이스의	50여 개 주요 기업 및	
기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안내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지원처:
www.fontbonne.edu/international

재학생의 소감 
애나 타카노 (Anna Takano, 일본)
•	 고등학교:	St.	Joseph	Joshi	Gakuen
•	 Fontbonne에서의 전공:	글로벌학	(학사)
“전	Fontbonne이 마음에 들어요!	캠퍼스가 작기 때문에	
모두와 어울리기 쉬우며,	또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소수여서 수업시간에 말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행사도	
많고 매우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엣 팜(The Viet Pham, 베트남)
•	 대학교:	Foreign	Trade	University	(학사)
•	 Fontbonne에서의 전공:	MBA	(석사)	
“Fontbonne은 커뮤니티가 훌륭해서 제가 여기	
온 이후로 혼자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무처에서는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주최합니다(예:	
국제바자회,	음력설날,	세인트 루이스 주변의 다양한 여행	
등).	이러한 행사들은 재미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및	
미국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동문의 소감
케펭 시(Kefeng Shi, 중국)
•	 대학교:	Henan	University
•	 Fontbonne에서의 전공:	컴퓨터 과학(석사)
•	 현	OPT	근무기업:	Colaberry	Inc.,	MONSANTO
“Fontbonne에 내는 수업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급 규모가 작아서,	
교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업을 통해	
성공적인 경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피 사이 야다프 콜리파라(Gopi Sai Yadav 
Kollipara, 인도)
•	 대학교:	Jawaharalal	Nehru	Technological	

University
•	 Fontbonne에서의 전공:	컴퓨터 과학(석사)
•	 OPT	근무기업:	Reflexis	Systems	Inc.
“폰트본 대학교는 어둠 속의 빛과도 같습니다.	
소규모 학급 구성으로 교수가 각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결책과 정답을	
제시합니다.	폰트본은 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연락처
Rebecca Bahan
국제관계 디렉터
이메일:	rbahan@fontbonne.edu

Claire Sheehan
국제학생 입학 지원 디렉터 
이메일:	csheehan@fontbonne.edu

Whatsapp: 
+1-314-285-1442
 
카카오톡 ID: 
Fontbonne23
 
WeChat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