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테이트 국제관계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술과 세계화, 그리고 범분야적 지식의 필요에 의해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펜스테이트 국제 대학원(SIA)은
이같은 복잡성을 소화할 수 있고, 미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스테이트 국제문제대학원은 차세대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트 국제 대학원은 다학제간 통합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은 펜스테이트
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코스들을 선택할 수 있고, 각자의 관심과 목표에 부합하는 전공 분야를 설계하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엘리트 교수진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2 분의 전 미국 대사,
2 분의 전 미 해군 제독, 전 CIA 애널리스트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 전 UN 및 AU 법률고문, 세계은행 경제
자문위원, 국제문제 분야의 중견 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더불어 공적 담론에
대한 헌신적 참여를 보여온 전문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펜스테이트 국제 대학원의 최첨단 루이스 카츠 (Lewis Katz) 강의동에서, 최신의
원격학습기술을 통해 전세계 각지를 대상으로 한 가상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들은 자발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육군참모대학교 (USAWC)와의 수준 높은 차원의
시뮬레이션 학습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매년 펜스테이트 국제 대학원에서 열리는 100 여 차례의 특별
이벤트 및 초청 연사들의 특별 강의를 통해 국제문제 분야를 체험하고, 학교에서 가까운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을 여행하면서 향후 진로에 대한 탐색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위 과정
중 한 학기를 해외 연수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로스쿨과 병설 운영되는 펜스테이트 국제관계학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국제문제와 법을 연계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J.D./M.I.A. 공동
학위도 제공).
펜스테이트 국제문제대학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펜스테이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전세계에 흩어진
658,000 명 이상의 최대 동문회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직업 선택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펜스테이트
국제관계대학원은 졸업 후 12 개월 이내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정부, NGO 단체, IGO 기관,
민간 기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파크 캠퍼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교가 보유한 무한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고 국제화된
대학교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펜스테이트 국제관계대학원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이 복잡한 세계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펜스테이트 국제관계대학원, 더 나아가 다학제간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탐색해 보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ari M. Osofsky
학장
Scott Sigmund Gartner, Ph.D.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