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위치
옥시덴탈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 엔젤레스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저희 대학은 학생들에게 인턴십과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저희 학교
캠퍼스는 1919 년부터 지금까지 The Kids Are All Right, Made of Honor, The
Holiday, Clueless, Glee, 그리고 NCIS 등 80 개 이상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세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생수
현재 옥시덴탈 대학교에는 미국내 44 개 주, 워싱턴 D .C. 그리고, 24 개의
나라에서 총 2,128 명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남녀비율은 56% 여자, 44%
남자이며, 외국 학생은 전체 학생수의 4.8% 를 차지합니다.
학업
옥시덴탈 대학교는 40 개의 학부에서 31 가지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주립 학교들과는 다르게 옥시덴탈은 한 반에 평균 19 명의 학생
인원제한이 있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비율이 10:1 로 서로 가깝게 지내며
학업적으로 여러가지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중앙 도서관 지하의 Center for
Academic Excellence 에서는 글쓰기를 비롯해 다양한 전공별로 우수한 학업
성적의 학생들이 무료로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덴탈은 UN 에서의 인턴십, 주립 또는 국가의 정치 선거 프로그램, 여러
나라에서의 어학연수, 그리고 학부생을 위한 연구 기회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웃 학교인 Cal Tech 과 Art Center 에서도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Columbia University 와 Keck Graduate Institute 에서 공동 학위
과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활
옥시덴탈에는 CatAList, Dance Production, Fantastiprov, Glee Club, KOXY
Radio 등 다양한 분야의 100 가지가 넘는 학생 클럽과 단체와 21 개의 NCAA
Division II 대표 운동팀이 있으며, 학생들은 7 개의 클럽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교내에는 2 인 1 실, 3 인 1 실, 스위트룸, 테마 하우스 등 총 13 개의 남녀공용
기숙사 빌딩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중 75% 가 캠퍼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3 학년부터 학교 캠퍼스 밖에 사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Common Application, International Supplement, 그리고 Certification of
Finances 를 작성 한 후, 공식 성적표, a Secondary School Report 또는
counselor recommendation, a Midyear Report, 그리고 두장의 추천서, SAT
또는 ACT 점수, TOEFL 또는 IELTS 점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