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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즈 대학교 (Sabancı University)는 학제간 교육 및 연구에 초첨을 
맞추어 개인이 스스로 전공 학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글로벌 대학교 입니다. 또한 앞선 연구 
및 프로젝트 참여들을 통해 혁신 교육의 국제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반즈 대학교는,

• 자연 과학 및 공과 대학
• 예술 및 사회 과학 대학
• 경영대학

3개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3 학사과정 / 25 석사과정 / 14 박사과정, 
또한 우등 학위 과정과 이중 전공 과정을 제공합니다. 



사반즈 대학교 교육

학생 현황: 현재 총 학생 약 5000명, 졸업생 약 10000명, 
70개 국적 이상의 외국인 학생 약 700명 

모든 교육 과정 100% 영어로 진행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전액 및 부분 장학금 제도 마련

혁신적인 교육 / 학제간 프로그램 제공



전세계 200개 이상의 최상위 대학교들과 협력

졸업 후 높은 취업률 (평균 83%) 

학사과정: 2학년 과정 말에 전공 학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업 시스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유럽, 북미, 아시아 
등.)



45 가지 다양한 조합의 이중 전공 학부 과정

1999년 이후 900개 이상 사회 봉사활동 프로젝트 진행, 
52,000명 수혜자  

학업 지원 프로그램, 개인 상담, 장애우 지원 서비스, 학업 성취 지도, 
진로 및 취업 상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버디 (Buddy)와 호스트
프로그램, 입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터키어 수업 제공  

사반즈 하버드 여름 학기, 사반즈 여름 학기, 터키 문화와 언어 등 여름 
학기 과정 제공



터키 최첨단 나노 기술 응용 센터 , 이스탄불 정책 연구소, 
이스탄불 국제 에너지 및 기후 센터 (IICEC) 여성 및 젠더 연구소, 
정보 분석 연구소, 생산공학 연구소, 나노 진단 연구소

교원당 0.83개 연구 프로젝트 

4000년 이래 과학 기술 관련 논문 및 간행문 발간 

교원당 520,000터키 리라 연구 기금 지급

우수 복합 기술 센터: 터키 내 공업 분야와 협력하는 독특한 연구 
대학  

발명품 발표 137개, 특허 출원 70개, 인증 특허 32개 (2017년 기준)

22개의 기술 관련 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터키의 기술 분야 
선두 주자인 벤처기업 "이노벤트 (Inovent)" 와 연결

사반즈 대학교의 연구 시설



2017년도 개발 도상국
대상 THE BRICS: 18위

 

2016년도 THE 세계
대학교 랭킹 아시아권:

33위

터키 과학 기술 
산업부: 2017년 
기업가 정신적 및 
혁신적인 대학교 1위

2017년도 QS World
University

500위 내 포함

타임즈
“50세 이하 세계 200개
대학교 순위: 44위



학사 과정 4 년 석사 과정 2 년 전문가를 위한 과정 *1 년 박사 과정 4-6 년

• 예술이론 및 비평 
• 금 융

• 젠더학
• 철학

• 심리학
• 화학

• 에너지
• 수학

• 물리학
• 비지니스 분석
• 기업가 정신

학사 부전공 과정

대학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중 전공
과정

자연 과학 및 공과 대학

분자생물학, 유전학&생명공학 ü ü ü ü

컴퓨터학과 공학 ü ü ü ü

전자공학 ü ü ü ü

재료과학 및 나노공학 ü ü ü ü

메카트로닉스 ü ü ü ü

생산관리공학 ü ü ü

물리학 ü ü

수학 ü ü

제조공학 ü ü

에너지기술 및 경영 (전문가를 위한 과정)* ü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위한 과정)* ü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위한 과정)* ü

예술 및 사회 과학 대학

문화연구 ü ü ü

경제학 ü ü ü ü

시각예술&시각 커뮤니케이션디자인 ü ü

정치학 ü ü ü ü

국제지역학 ü ü

심리학 ü

국제 분쟁 분석 / 해결 ü

유럽학 ü

터키학과 ü

젠더학 ü

역사 ü ü

경영 대학

경영학 ü ü ü

비즈니스분석 ü

재정 석사 (MIF)* ü

경영학 석사 (MBA)* ü

전문 MBA* ü

경영자MBA (EMBA)* ü



기숙사 시설 
- 개인 화장실
-  매일 쓰레기 수거 및 매주 2회 방 청소 제공
- 공동 부엌 시설
- 각 층 공용 독서실
- 무료 세탁실: 각 건물에서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사용 가능 

캠퍼스 생활

식사 시설 
- 대학교 구내 식당 (최대 3000명)
- 카페 & 레스토랑
- 대학 건물과 기숙사 내 자판기 
- 외부에서 배달 가능 

학생 활동 및 부대 시설  
- 40개 이상 동아리 
- 스포츠 팀 
- 스포츠 센터 (헬스장, 농구, 배구, 
스쿼시 코트, 요가, 테니스 등) 
- 공연장: 월 평균 9회 공연



보건 시설
- 정식 의사 및 간호사 직원들로 구성된 
보건 센터 
- 24시간 앰뷸런스, 구급시설 완비
- 개인 의료 보험  

캠퍼스 위치
- 이스탄불 사비하 굑첸 공항에서 20분 
- 시내 (카드쿄이, 탁심)로 매일 셔틀버스 
운행
- Viaport (200+ 상점 입점) 대형 
아울렛에서 15분 

캠퍼스 내 기타 시설
영화 관람실, 슈퍼마켓, 서점, 은행, 중앙 도서관, 원형 공연장, 컴퓨터실 등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6. 학교 지원 동기서  
2. 성적증명서 7. 이력서
3.  추천서 8. 증명 사진
4. 시험 성적 증명서 (GMAT, GRE 또는 GAT) 9. 포트폴리오 (VACD과정 해당)
5. 영어 능력 시험 증명서 (TOEFL, PTE 및 같은 시험들     에세이 견본 (해당되는 경우)   
          

석사 및 박사
과정 원서 접수 방법

iro.sabanciuniv.edu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온라인 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4월 중순

4월 중순

6월 초

6월 초

6월 초

5월 말

3월초

5월 중순

8월 중순

5월 중순

4월 중순

11월 중순

11월 중순

마감일

6월 초

대학원 과정 접수 기간

대학원생 %75가 전액장학금 또는 부분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iro.sabanciuniv.edu
홈페이지 를 방문하세요.

장학금 기회

학비 및 납부금

서적, 식비 및 교통비 등 다른 생활비: 연간 약 3000-4000 달러

석사 과정 학비

공학 및 자연과학 18.000 USD (연간)

예술 및 사회과학 18.000 USD (연간)

MBA 15.000 USD (모든 프로그램)

제무 분야 석사 학위 11.000 USD (모든 프로그램)

모든 박사 학위 18.000 USD (모든 프로그램)

논문이 없는 석사 학위
(에너지기술
및 관리,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12.000 USD (모든 프로그램)

대학 및 과정

조기 접수

조기 접수

조기 접수
장학금 신청 및 정시 접수

장학금 신청 및 정시 접수

정시 접수

정시 접수

후기 접수

정시 접수

봄 학기 전 접수

후기 접수

봄 학기 전 접수

정시 접수

대학 및 과정
예술 및 사회과학

공학 및 자연과학

MBA

제무 분야 석사 학위

경영학 박사

정시 접수비즈니스 분석

공학 및 자연과학

예술 및 사회과학

정보기술( I T ) , 데이터 분석,
에너지기술 및 관리

논문이 없는 석사 학위



iro.sabanciuniv.edu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온라인 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학사과정
원서 접수 방법

1.신청서
2. 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 졸업장 사본
3.공식적인 성적증명서
4. 추천서 및 교외활동 증명서 (션택)
5. 영어 능력 시험 증명서 (TOEFL, PTE 및 같은 시험들)

조기 접수 마감: 2월 초         정시 접수 마감: 8월 초

부가 가치세 포함

교육 & 학비 및 장학금

학사과정 학비 (2018-2019)

 캠퍼스 기숙사

4인실

2인 실

~ 2.500 USD (연간)

18.000 USD*

~ 3.500 USD (연간)

모든 학부과정

 
장학금 본인부담

100% 장학금

무료 기숙사
( 4인실)

25% 장학금

50% 장학금

75% 장학금

0 USD + 기숙사비

4.500 USD + 기숙사비

9.000 USD + 기숙사비

13.500 USD + 기숙사비

18.000 USD

생활비 책-음식 및 교통비 등 다른 생활비: 연간 약 3000-4000 달러

* 터키 리라/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학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반즈 대학교      
국제 교류 사무실
Orta Mahalle 
Tuzla 34956 
Istanbul /스탄불

+90 (216) 483 9100
+90 (216) 483 9715
iro-crm@sabanciuniv.edu
sabanciuniversityiro
sabanciinternational
twitter.com/suiro
sabanci.international
iro.sabanciuniv.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