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admissions@hunter.cuny.edu 
(212) 772-4490

입학처(Office of Admissions & Recruitment)
695 Park Ave Room 100N
New York, NY 10065

방문
캠퍼스 투어 일정:  
hunter.cuny.edu/campustours

입학지원
cuny.edu/apply에서 지원하세요 
가을학기 입학지원마감: 2월 1일
봄학기 입학지원마감: 9월 15일

헌터의 호크
(HAWKS)는 
누구인가요?

입학통계

회계  
아프리카 및 푸에르토리코학
고대 그리스어
인류학*
고고학
예술
예술사
생물학
화학
중국어
고전학
공중보건학
컴퓨터공학
무용
경제학*
교육학*
영어
환경학

영화
프랑스어
지리학
독일어
히브리어
사학
인간생물학
인권학(부전공에 한함)
이탈리아어
유대학
라틴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어학
라틴어 및 그리스어
수학* 
미디어 연구
의료 실험학*
음악*
간호학

식품영양학
철학
물리학*
정치학 
심리학
공공정책(부전공에 한함)
종교학
로망스어
러시아어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학 및 사회조사*
스페인어  
통계학*
연극학 
도시학
여성 및 젠더학

*BA/MA 학위과정 제공

의학, 법학, 경영학, 치의학, 검안학, 정골의학, 발병학, 수의학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예과과정을 제공합니다.

개설학과
명의 학부생이

16,000

개국
147

고등학교 평균
88

합격률
33%

평균 편입 GPA
3.2

주
37개

출신으로

100여 개

언어를 사용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34%의

학부생이 이민 1세대 
대학생입니다

Hunter 입학 팔로우하기

#HunterHawks

*새로운 SAT로 환산한 수치

평균 SAT
1270*

번역 작업은 미국 교육부의 교부금을 통해 Hunter College AANAPISI Project (HCAP) 
에서 기금을 제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untercap.org를 참조하세요.

헌터는 뉴욕시입니다

헌터 칼리지는 68번가 그 이상입니다. 헌터에 다니는 것은 맨해튼의 
중심에 있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생기 발랄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어퍼이스트사이드 / 트라이베카 / 킵스베이 / 이스트할렘

t

헌터 칼리지  
메인 캠퍼스
E 68th St. &  
Lexington Ave.

Brookdale 
Residence 
E 25th St. & 1st Ave.

School of the 
Health Professions 
E 25th St. & 1st Ave.

MFA Building 
Hudson St. & Canal St.

92nd & 97th St.
Residence

79th St. Residence
E. 79th St. (2nd & 1st 
Ave. 사이)

Roosevelt House
E 65th St. & Park Av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Silberman School 
of Social Work 
3rd Ave. & 119th St.

헌터 지도

알고 계셨나요?
헌터 원카드(Hunter OneCard)
는 뉴욕시 예술과 문화의 
통행증입니다. 미술관, 공연, 
그 밖에 여러가지 행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막강한 인문학 
전통은 여러분의 
열정을 마음껏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유연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여 개의 학문 
분야에서 선택하세요. 
학부생을 위한 연구 
기회와 혁신적 배움이 
여러분을 미래로 
안내합니다.

저렴한 수업료와 보람있는 결과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칼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헌터 
학생의 80%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17,000여 개의 고용 
기업으로 연결되는 접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졸업과 함께, 놀랍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10만여 명의 
성공한 졸업생 네트워크에 합류하게 
됩니다.

맥컬리 아너스 칼리지
(Macaulay Honors College) 
외에, 헌터에서는 6개의 
학문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너스 학생은 
우수한 성적에 근거한 
장학금, 엄격한 교과과정, 
뉴욕시 지역사회와 전세계에 
배움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기회를 통해 혜택을 
얻게 됩니다.
연구 학문 분야
•	시각 및 공연 예술
•	과학적 연구/의학
•	도시문제 및 공공정책
•	간호학
•	인문학 및 철학
•	컴퓨터공학

배움 아너스	
(HONORS)

학생/교수진 비율

19:1
평균 클래스 규모

29
명의 막강한 교수진

1,800
지도형태

1   1대

참여

생활

학생 단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100여 개의 학생 주도형 클럽과 
조직으로 절대로 지루하지 않은 
캠퍼스 생활을 보장합니다.

맨해튼 동쪽의 여러 지역에 위치한 
4개의 레지던스 홀에 약 천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헌터 
거주자에게는 캠퍼스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엄청난 편리함과 함께 
사회,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세계를 보다
100여 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암스테르담, 호주, 브라질, 중국, 
영국, 일본, 스페인,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나라를 넘어 전세계로 
여러분의 지평선을 넓혀보세요. 

가치

개의 인턴십 기회 의 성적 장학금을 매년 수여의 졸업생이 부채  
없음 (CUNY 전체)

80%4,400 340만 달러

“교수님들과 여러 
어드바이저가 학식이 
풍부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는 멘토의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 분들은 
일반적인 강의실 역할에서 
벗어나 헌터 졸업생으로서 
성공하는 방법에 관해 
통찰력 있고 의미 있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헌터는 전문성있고 따뜻한 
대학 커뮤니티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줍니다.”

공부를 해도 좋고 푹 쉬어도 좋아요 
4개의 도서관 또는 도시 경관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늑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뉴욕 주민 매년 $6,530

타주 주민 매년 $17,400

풀타임 수업료
학부

경쟁
18개의 NCAA Division III 바시티 
팀으로 활약 중인 호크(Hawks)는 
132개의 컨퍼런스 챔피언십과 
27개의 전국 연합 챔피언십이라는 
풍부한 성공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7명의 올림픽 선수를 배출했으며 
자랑스러운 천 여명의 장학생 
선수가 있습니다. 

Amanda H. Quiles, 2014년 졸업
2017년 에모리 로스쿨 J.D. 과정 수료, 2014년 헌터 졸업 
사학 전공, 토마스 헌터 아너스(Thomas Hunter Honors), 
커뮤니티 스칼라(Community Scholar)
고향: 뉴욕 주 웨스트 바빌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