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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션 디자인대학 1위 (Fashionschools.org, 2018)
2018 미국 패션경영대학 1위 (TheArtCareerProject, 2018)
2018 세계패션대학 4위 (StyleCraze.com, 2018)

Why SUNY Korea FIT?
· 교육부 승인 국내최초 미국패션대학
· FIT 뉴욕캠퍼스와 동일한 커리큘럼 및 학위 제공
· 준학사 2년과정은 한국캠퍼스, 준학사 후 학사과정은
뉴욕 홈캠퍼스 또는 이탈리아(밀라노, 피렌체) 캠퍼스
· 전세계 10여개국 동문들과 수학

모집학과 (연간정원)

지원마감일

패션디자인학과 (20명)

가을학기
정규지원 마감일: 매년 2월 1일

패션경영학과 (50명)
* FIT 한국캠퍼스는 준학사(Associate in Applied Science, AAS)모집

* 최종마감일 이전 지원자 대상으로 우선 입학사정하며, 지원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가을학기만 모집함

지원서류

장학금 및 재정지원

1) 영문 고교성적표

1) 장학금

* 대학학점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영문 대학성적표 필수 제출

2) 영문 자기소개서

총장 장학금, 학업우수 장학금 등
2) 재정지원

* 최대 750단어

저소득층 지원

3) 공인 영어성적표
TOEFL iBT 80 이상/ IELTS Academic 6.5 이상 / PTE 53 이상
* 위 시험 중 택 일하여 제출
* 면제대상: 영어를 공식언어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 수학한 자
(ESL기간 포함되지 않음)
* FIT NYC 기관 코드: TOEFL 2257/ IELT는 FIT NYC로 우편제출

4) 포트폴리오

* 재정지원은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장학금과 재정지원 동시 신청 가능

입학관련 문의
1) 연락처

* 패션디자인학과 지원자에게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센터 참조

T. 032-626-1114

* 선택제출: SAT 또는 ACT 성적은 입학심사에 반영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입학 후 치뤄지는 영어 및 수학 배치고사 면제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됨.
자세한 사항 은 FIT NYC 홈페이지 참조
* FIT NYC 기관코드: SAT&AP 2257/ACT 2744

E. fit@sunykorea.ac.kr
2)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2
아카데믹 빌딩 A동 212호
3) 오픈하우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홈페이지(Campus Tour)를 통해 사전등록

연간비용

4) SNS
Official Website | http://www.sunykorea.ac.kr
한국캠퍼스

미국캠퍼스

수업료

미화 21,550

미화 24,180

프로그램비용
(기타 납입금)

미화 2,000

FIT NYC 홈페이지 참조

기숙사비

￦3,100,000 (1인실)
￦2,000,000 (2인실)

FIT NYC 홈페이지 참조

NYC homepage | https://www.fitnyc.edu
Facebook | http://www.facebook.com/sunykorea
Instagram | http://www.instagram.com/suny.korea
Naver Blog | http://www.blog.naver.com/suny-korea

* 연간 비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Flickr | http://www.flickr.com/sunykorea
YouTube | @SUNY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