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중심
전문가 집중 양성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는학

생들이취업또는대학원진학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교

양과정과전문가집중양성프로그램을제공

합니다. 
• 2,500여명의정규학부학생
• 파트타임학부학생, 대학원생, 법학생을포
함한총 3,700명의학생등록

• 정규 학부학생 중 남학생 60%, 여학생 40%
비율

• 학부학생중 74% 기숙사생활
• 외지학생 57%
• 25개주(DC, PR,  VI 포함) 및 11개국출신학생

글로벌 교육
국제 사회 진출 기회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는전

교과과정을통해학생들에게국

제화교육을실시하고다양한단

기또는장기해외유학기회를제공합니다. 기
존의 1학기또는 1년간유학프로그램외에도,
10 일에서 3주에이르기까지다양한단기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베이징 올림
픽을 통해 경영을 공부했고 과테말라에서 건

강개선법을연구하고브라질,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체코공화국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여행, 성취활동, 봉사학습등에관심있는학
생들은본교의 'Up with People'제휴프로그램
을통해세계를체험할수있습니다.

본교의 위치
웨스턴 뉴잉글랜드 대학교 는

미국매사추세츠주스프링필드

의경관이아름다운파이어니어

밸리(Pioneer Valley) 중심부에위
치하고 있습니다. Knowledge Corridor에 주 소
재지를 둔 웨스턴 뉴잉글랜드 대학교는 15만
명의학생들을보유한 26개단과대학및대학
교가모여있는 지역의중심부에자리잡고있

습니다. 스프링필드는 뉴욕과 247km, 보스턴
과 144km, 하트포드와 41km 정도떨어진가까
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브레들리 국제공항

이있습니다.

캠퍼스 확장
총 면적이 215에이커에 달하고
경관이뛰어난본교의캠퍼스는

스프링필드 시내로부터 4마일
떨어진주거지역에위치하고있

습니다. 본교는 2011년도에 4천만달러규모의
과학및약학센터를증축했습니다. 본교의기
숙사 시설은 대략 2,265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있는규모를갖추고있으며학생들은전통

식, 호텔식, 아파트식, 타운하우스식 등 다양
한기숙사형태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인턴과정및기타지원
웨스턴뉴잉글랜드는보스턴레

드삭스에서부터 미국 적십자에

이르기까지, 본교의 학생들을

국내 1,500개의인턴과정후원기
관으로 연결해줍니다. 공학도들은 졸업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이 받은 공학 교육을

United Technologies 또는 Texas Instruments와
같은 후원업체들의 실제 문제에 적용해 어떻

게해결하는지를보여줍니다. 본교의직업훈
련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하고구직계획을세우고대학원또는전문

학교에지원하는과정을보조하고있습니다. 

학업 과정 및 인가
본교는 정규 학부학생을 위해서

는 2학기 일정을,대학원생을 위
해서는 11주 4학기제도를운영하
고있습니다. 다양한학업프로그

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본교 홈페이지

www.wne.edu에나와있습니다.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는전문교수들이

학생들을 강의하며 대학원 수업보조 조교는

없습니다. 클래스는 평균적으로 20명의 학생
들로 구성되며 큰 강의실이나 강당에서 수업

을하지않습니다. 보통강의실은최대 35명의
학생들을수용할수있습니다. 학생/교수비율
은 15대 1입니다.
본교는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인가를받았으며, 경영
대학은 AACSB International(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과대학의 4개
학부 프로그램은 모두 ABET(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완전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약학대학은 2011년 1월
에 ACPE(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로부터예비인가를받은상태이며,
이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특정 기관으로부

터추가적인인가를  받았습니다.

19가지의대학스포츠
(NCAA Division III)

남학생스포츠

야구 골프
농구 아이스하기
크로스컨트리 라크로스 테니스
미식축구 축구 레슬링

여학생스포츠

농구 라크로스 수영
크로스컨트리 축구 테니스
필드하키 소프트볼 배구

NCAA 비참가스포츠종목으로는남학생및
여학생의볼링과격투기가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스프링필드 www.wne.edu

1919년에 설립된 웨스턴 뉴잉글랜드 대학교(WNE University)는 우수 교육기
관으로명성높은 4년제남녀공학사립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은본대학에서
제공하는 40개이상의학부프로그램을통해인문과학, 경영, 공과대학의긴
밀한커뮤니티를바탕으로다양한대학옵션을누리실수있습니다. 본대학
에는학부과정외에도 12개의석사과정및 2개의박사과정이있으며, 로스
쿨을 통해 법학 박사(J.D.)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웨스턴 뉴잉글랜드 대학
교는 2011년에약학대학내최초로전문클래스를등록했습니다. U.S.News &
World Report의연간 "미국대학순위"발행본에서는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
교를학부와대학원과정을모두제공하는단과대학및대학교중 "북미지역
대학교"부문에서상위에올렸습니다.



학부 과정

인문과학 대학
생물학

화학

커뮤니케이션

집중코스:
언론

미디어이론및제작

전문커뮤니케이션

홍보

컴퓨터공학

영작문

형사사법

집중코스:
범죄와사회

범죄수사

테러와국토안보

경제학

교육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영문학

법생물학

법화학

역사학

정보기술학

통합전문과학

국제학

집중코스:
개발도상국

경제와통상

유럽지역

법과사회

수리과학

신경과학

철학

정치학

약학준비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학

지속가능성

집중코스:
커뮤니케이션

국제개발

마케팅과경영

행정학

5년과정학사/MBA
5년과정학사/MS - 경찰행정

경영대학
회계학

예술및연예관리

경영정보학

재정학

일반경영

집중코스:
기업가정신

국제사업학

지속가능성경영

경영학

마케팅

마케팅커뮤니케이션/광고학
스포츠경영

5년과정학사/MBA
5년과정학사/MSA

공과대학
생체공학

전기공학

집중코스:
컴퓨터

전기

친환경

산업공학

기계공학

집중코스:
친환경

제조

기계

5년과정학사/MSEM
5년과정 BSEE/MSEE
5년과정 BSME/MSME
5년과정학사/MBA
6년과정 BME/Law

약학대학

로스쿨

전문 프로그램
의대진학 준비 과정

법대진학 준비 과정 

3+3 법학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7년 과정이 아닌
6년 과정으로 학사 및 법학 박사를 취득할
수있는기회제공

석사 과정

경영대학
경영학석사(MBA)
회계학석사(MSA)

MSA 법회계학 & 부정적발 조사
세무학

JD/MBA 복수전공프로그램
JD/MSA 복수전공프로그램

공과대학
전기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관리석사(MSEM)
기계공학석사

MSEM/MBA 복수전공프로그램
공학관리박사(Ph. D.)

로스쿨
법학박사(JD)
JD/MBA 복수전공프로그램
JD/MSA 복수전공프로그램

인문과학 대학
경찰행정학석사

지원 정보 입학 조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입학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학부및대학원입학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교 웹사이

트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6/11

미래를위한교육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는대학프로그램및활동에서입학, 출입, 대우또는고용등에있어서성, 인종, 피부색, 주의, 국적, 연령, 종교, 성적취향, 성주체성, 퇴역

군인, 신체상의장애등을일체차별하지않습니다.

입학신청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1215 Wilbraham Road
Springfield, MA 01119-2684

자세한정보는아래연락처로

문의해주십시오.

학부

+1-413-782-1321
learn@wne.edu

대학원

+1-413-782-1517
study@wne.edu

로스쿨

+1-413-782-1406
admissions@law.wne.edu

본교웹사이트를방문해주십시오! www.wne.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