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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V A N T A G E

전통 업적 TRADITION OF ACHIEVEMENT
• 1905년 창립. 1991년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으로 편입.
• 전미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과 교수진.
• 전미 대학생 연구 실적과 지원금 상위권 유지.
• 표본이 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수학생 프로그램.
• 졸업 후 높은 취업률.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
• 전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에서 승인을 받은 경영 및 공과 대학.

장소 LOCATION
• 네브래스카의 카니는 인구 33,000명의 인정과 배려가 많은 도시.
•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곳.
  -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뽑힘.
  - 맑은 공기와 환경, 아름다운 자연 명소와 공원이 있는 곳.
• 연중 다채로운 운동 참여와 여가활동의 기회가 많은 곳.
• 영어 배우기 최적의 조건.
  - 전통 미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가장 표준화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 카니는 전미 방송과 라디오에서 듣는 표준 영어를  
   사용함.
• 미국 전통문화와 글로벌화된 학생 공동체 문화가 조화롭게  
 형성된 곳.
• 미국의 몇몇 주요 도시들이 운전거리에 있고,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은 인접한 공항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여행 가능함.



캠퍼스 환경 
CAMPUS QUALITY
 • 캠퍼스 전체 무선 인터넷 제공.

 • 크고 넓은 현대식 학생회관과 
  식당 시설.

 • 깨끗하고 쾌적한 현대식 기숙사.

 • 캠퍼스 중심에 위치하고 최신식으로 
  건립된 실내외 레저 스포츠 센터.

 • 캠퍼스와 통합된 학생 기숙사.

FOR MORE INFORMATION: 
internationaled@unk.edu

장학금 기회 
SCHOLARSHIPS
• 들어오는 학생 장학금
  – Academic Merit Scholarship 

  – Honors Program Scholarship

  – Kearney Noon Rotary Scholarship

  – Music Scholarships

  – Athletic Scholarships

• 현재 학생 장학금
  –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ship

  – Continuing Student Scholarships

  – Kearney Noon Rotary Scholarship

학업 ACADEMICS
• 주립 종합 대학 교육과정 – 200개 이상의 전공과 부전공에서 
 공부 선택 가능.

•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진.

• 등록금이 더 비싼 미국의 명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부생들의  
 연구율.

• 폭넓은 학업 향상 지원 서비스: 개별적 학문 지도와 글로벌 학생들을  
 위한 개인 튜터 및 영작문 교정 서비스 지원.

• 평균 2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강의를 인한 혁신적인 학생과  
 교수 관계. 대부분의 강의는 UNK 정교수진으로부터 제공됨. 

• 활성화된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 UNK 재학 중 연계된 다른 나라 
 대학에서 학기 이수 가능.

• 최신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진 수업 공간.

• 경쟁력 있는 경영학, 교육학, 생물학, 영문학, 그리고 역사학 석사과정 
 운영.

학생 생활 STUDENT LIFE
• 150개 이상의 학생 동아리: 스포츠, 학업, 전문분야, 특정 관심분야.

• 다수의 활발한 인터내셔널 학생 동아리.

•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포츠 프로그램.

• 우수한 운동 기량과 학문적 명성을 동시에 겸비한 NCAA  
 디비전 2 스포츠 프로그램.

• 성장하는 다문화 학생 활동.

•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주최하는 다채로운 세계 문화 행사.

• 도시 중심에 위치한 네브래스카 주립 미술관.

• 캠퍼스 안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

•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미국 가정이 마음을 열고 맞이하는 
 International Friendship Program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영어회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음.

학비 TUITION
 • 지역 내 가장 합리적인 등록금.

 • 미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학교 중 하나.

 • 네브래스카 주립대학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저렴함.

 • 등록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

 http://www.unk.edu/international/ 
 international-admissions/ 
 Prospective%20International%20 
 Students/cost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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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 English Language Institute

카니에서의 생활

LIFE IN KEARNEY
카니는 Platte River가 도시를 따라 
흐르고, The Great Plains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주리강과 로키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Heartland of America”로 불리며, 
대초원과 구불구불한 언덕을 형성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카니는 두루미, 독수리, 오리, 거위, 
물떼새류와 같은 철새들의 주 이동 
경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전세계 80%를 넘는 샌드힐 두루미 
(붉은 북미)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모이는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카니에서는 “좋은 삶” – 맑은 공기, 
청명한 하늘, 그림 같은 저녁노을,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UNK는 
우수한 교육과정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니는 활기 
넘치며,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많은 대학타운입니다. 카니의 
UNK에서 최고의 경험과 혜택을 
누려보세요.

주변 도시 KEARNEY TO...
 링컨 – 1.75시간
 오마하 – 2.5시간
 덴버 - 5시간
 데 모인 - 5시간

 캔자스시티 – 5.25시간
 토피카 – 5.25시간
 세인트루이스 – 9.5시간
 시카고 – 10.5시간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카니

THE 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카니는 대략 7,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그중 500명 
이상의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UNK 학생들은 200개 이상 제공되는 
다양한 전공과 부전공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UNK의 랭귀지 프로그램(English 
Language Institute)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다이내믹하고 언제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환경을 경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환영합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English Language Institute 학생들은 
UNK 학생들과 동일하게 모든 대학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서관, 미디어 센터, 교내 
의료 서비스, 실내외 레크리에이션 
시설, 교육상담 센터, 취업 서비스 센터, 
학생회관, 교내 식당, 그리고 이민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제공됩니다.



UNK 학과 STUDIES AT UNK
ELI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 입학 요건을 갖추면 UNK 학부나 석사과정의 정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UNK는 등록금이 저렴하며 네브래스카의 수준 높은 학문과 문화, 예술의 학생 중심 
대학입니다.

 - 미국 주요 공립대학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혜택 제공.

 - 다양한 직업 선택과 적용 가능한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

 - 전미에서 인정하는 교수진.

 - 대부분의 강의는 UNK 정교수진으로부터 제공.

 - 풍부하고 다양한 캠퍼스 생활.

 - 영어 배우기 최적의 조건.

 - 전통 미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미국 내 방송과 라디오에서 듣는 가장 표준화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

UNK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지향하며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UNK에는 전세계에서 모여든 7,000명이 만들어 낸 친밀한 유대관계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평생 잊지 못할 대학시절의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랭귀지 프로그램 수업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  CLASSES 
ELI는 일주일 18시간 집중 언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ELI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Reading, Writing, Speaking과 Listening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어휘와 문법 능력도 
함께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LI 수업은 평균 12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지고, 개별화된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각 레벨의 학생들에게 맞게 제공합니다. 
이 레벨은 수업 첫날 보는 토플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470점 이상 받는 
학생은 ELI 수업과 정규수업을 섞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HOUSING
UNK에서는 다양한 기숙사 시설의 
선택이 가능하고, 대략 2,000명의 
학생들이 스위트형, 아파트형, 그리고 
보편화된 미국 대학 스타일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각 기숙사에는 상주하는 
관리자가 있으며, 각 층마다 상주하는 
조교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숙사들은 라운지, 스터디룸, 최신식의 
멀티미디어 센터와 같은 편의 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레벨 당 회화, 듣기 & 대화, 문법, 쓰기, 
읽기, 그리고 단어 배우기가 제공됩니다. 

ELI에는 6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100 A
100 B
200

300
400
500

- Conversation
- Listen & Speak*
- Grammar

- Writing
- Reading
- Vocabulary

 * 500 단계의 수업과정은 Listen 
  & Speak보다 Speech에 집중합니다.

회화 파트너 
CONV ERSAT ION PAR T NERS
ELI 학생은 누구나 원어민 UNK 학생과 
파트너가 되어 한 학기 16주 동안 6번 이상 
만나서 실용회화를 배우고 교우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린 대화의 장 
CONV ERSAT ION TABLE
• UNK 열린 대화는 학기마다 매주 
 한 시간씩 6주 동안 열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 ELI에는 6단계의 영어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 각 단계의 수업과정은 아래와 같이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P R O G R A M S  O F  S T U D Y

ARTS & SCIENCES

Art & Art History
 Art History
 Studio Art
  - Ceramics
  - Drawing
  - Glass
  - Illustration
  - Painting
  - Photography
  - Printmaking
  - Sculpture
 Visual Communication & Design 
   (Graphic Design)
Biology
 Biology Comprehensive
  - General Emphasis
  - Health Sciences Emphasis
  - Wildlife Emphasis
 Molecular Biology
Chemistry
 Chemistry Comprehensive
  - Biochemistry Emphasis
  - Health Sciences Emphasis
 Professional Chemist
Communication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Journalism
 Multimedia
 Organizational & Relational Communication
 Sports Communication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
English
 English
  - Writing Emphasis
Geography and Earth Science
 Geography
 Geography and GIScience
Health Science
 Health Sciences
History
 History
 History-Social Science
  - Economics Emphasis
  - Geography Emphasis
  - Political Science Emphasis
  - Psychology Emphasis
  - Sociology Emphasis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Mathematics
 Mathematics
  - Applied Mathematics Emphasis
  - Computer Science Emphasis
  - General Emphasis
Modern Languages
 Modern Languages
  - French
  - German
  - Spanish
 Spanish Translation & Interpretation

Music, Theatre and Dance
 Music
  - Music Business Emphasis
  - Music Composition Emphasis
 Music Performance
  - Instrumental
  - Piano Performance
  - Piano with Pedagogy
  - Vocal
 Musical Theatre
 Theatre
Philosophy
 Philosophy
Physics & Astronomy
 Astronomy
 Astrophysics
 Physics
  - Engineering Foundations 2+2 (for UNL)
 Physical Science
Political Science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Psychology
 Psychobiology
 Psychology
Social Work
 Social Work
Sociology
 Sociology

BUSINESS & TECHN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 Economics
  - Finance
  - Management
  - Marketing
  - Supply Chain Management
Cyber Systems
 Applied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Comprehensive
 Cyber Security Oper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Networking &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conomics
 Agribusiness
 Economics
Family Studies
 Early Childhood and Family Advocacy
 Family Studies
Industrial Technology
 Aviation Systems Management
  - Flight Operations Emphasis
  - Aviation Support Services Emphasis
 Construction Management
 Industrial Distribution
 Industrial Technology
 Interior and Product Design

EDUCATION

Communication Disorders
 Communication Disorders
Kinesiology & Sport Sciences
 Athletic Training**
 Exercise Science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Management

 Recreation, Outdoor and Event Management
  - Recreation Management Emphasis
  - Event Management Emphasis
  - Natural Resource Management Emphasis
  - Outdoor Pursuits Emphasis
 Sports Management
Teacher Education
 Early Childhood Inclusive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Middle Level Education
 Endorsements (7-12 unless otherwise noted)
  - Art Education K-12
  - Business, Marketing & I.T. Education 6-12
  - Biology Education
  - Chemistry Education
  - English Education
  - Geography Education
  - Health Education
  - Health & Physical Education PK-12
  - History Education
  - Language Arts Education
  - Math Education 6-12
  - Music Education K-12
  - Modern Languages Education
  - Political Science Education
  - Psychology Education
  - Physical Education PK-6
  - Physical Education
  - Physics Education
  - Social Science Education
  - Sociology Education
  - Special Education K-12
  - Special Education K-6
  - Special Education 7-12

PRE-PROFESSIONAL PROGRAMS

Biology
 Pre-Veterinary Medicine
Health Sciences
 Pre-Cardiovascular Perfusion
 Pre-Chiropractic, Pre-Osteopathy,
 Pre-Podiatry
 Pre-Dental
 Pre-Dental Hygiene
 Pre-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e-Medical
 Pre-Medical Laboratory Science*
 Pre-Mortuary Science
 Pre-Nursing*
 Pre-Occupational Therapy
 Pre-Optometry
 Pre-Pharmacy
 Pre-Physical Therapy*
 Pre-Physician Assistant*
 Pre-Radiological Technology*
 Pre-Respiratory Therapy
Physics
 Pre-Meteorology
Political Science
 Pre-Law

*Denotes Health Science Program offered at 
UNMC in Kearney

**Denotes 3+2 program to receive related 
undergraduate major and Athletic Training master’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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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DMISSIONS
AND RECRUITMENT

Welch Hall
2504 19th Avenue
Kearney, NE 68849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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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earney UNK International youtube.com/user/UNKea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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