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는 아일랜드 대학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IT Carlow 는 1970년 설립 이후에 성공적으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생을 배출 하고 있으며, 

Carlow, Wexford 및 Wicklow 의 3개 지역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Carlow 에서는 Business, Aerospace, Mechanical & Electronic Engineering, Built Environment, 

Sport Media & Marketing, Humanities, Science & Health, Computing & Networking 등의 해당 학

과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IT Carlow 는 50,000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 했고, 현재 7,500 명 

이상의 재학생이 공부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서 88개국의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 학생의 1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IT Carlow 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기회의 제공과 높은 수준의 강의로 유명합니다. 

2016년도 아일랜드 대학교의 재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1위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아일랜드 대학교들 중, 공과대학 부분에서 1위를 차지 할 만큼 공과대학은 매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2016 대학과정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확보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

다. 

 

IT Carlow 의 학사과정 출신 84%, 고급학사과정 출신 94%의 놀라운 구직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직율은 임시직이 아닌 졸업생들이 졸업 후 5개월 안에 완전 고용의 상태로 고용 된 상태를 

정의 한 것이라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구직율은 학부 과정 중에 IBM, intel, 

LinkedIn, Pfizer, Boston Scientific, Citibank, BNY Mellon, Bank of Ireland 등 산학 위탁 연구 및 산



학 협력으로 같이 연구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

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강한 공과대학 뿐이라 경영대학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IT Carlow의 경영학과 출신의 졸업생들은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고용이 활발

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IT Carlow 는 아일랜드 최고의 항공 우주 교육 시설, 가장 앞선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및 

사이버 범죄 / IT 과정,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농업 식품의 혁신적인 과정,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

포츠 강좌 및 시설, 수백만 유로 상당의 연구 및 혁신 센터와 정부 출연 연구 및 산학 협력 연구

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IT Carlow 와 동아대학교는 10년이 넘게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복수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의 유수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T Carlow 와 동아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의 높은 학업성취와 보다 경쟁력 

있는 위치를 제공할 것 입니다. 

 

IT Carlow 는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