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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MASON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미국을 창립한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메이슨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조지 메이슨은 미국의 권리장전의 

토대가 되는 버지니아 선언을 작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션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더욱 공정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학문적으로 포용력을 

갖춘 교육 기관입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

1972년 설립된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버지니아주 최대 규모의 

연구 중심 주립 대학교입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위치한 

조지메이슨대학교는 현재 미국 50개 주와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온 37,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 다양성, 그리고 뛰어난 접근성으로 이름을 

알려 왔습니다. 버지니아주 대학교들 중에서 조지메이슨대학교 

졸업생들이 최상위의 연봉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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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교과 과정

세계 1위 :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Schools.com)

상위 30위권 : 경제학과 (ARWU)

상위 50위권 : 국제학과 (Foreign Policy Magazine)

대학 순위

상위 25위 : 다양성

상위 28위 : 혁신성

상위 67위 : 주립대학교

세계 대학 랭킹

상위 300위권

130여 개국 출신 37,000명 학생

R1 ‘최상위 연구 기관’
카네기재단이 선정한 최상위 연구 기관

버지니아 지역 주립대 중 최고 대졸 초봉 
(버지니아 고등교육위원회)

U.S. News & World Repor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2014년 동북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의 해외 명문 대학 

유치 계획으로 초청 및 지원을 받아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는 7개의 미국 학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이 학사 학위 과정들을 밟는 

학생들에게는 송도에 있는 한국 캠퍼스에서 3년,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 있는 미국 캠퍼스에서 1년을 보낼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분교가 

아닌 확장 캠퍼스로 졸업생들은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캠퍼스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7 ~ 8
학기

1 ~ 6
학기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 송도)

미국조지메이슨대학교
(페어팩스 버지니아주)



경영학과, BS

Business, BS

경영 정보 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생산 관리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회계 (Accounting)
재무금융 (Finance)
경영 (Management)
경영 분석 (Business Analytics)
마케팅 (Marketing)

전세계 경영대학 상위 15%에 부여되는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 U.S. News & World Report의 

세계 100대 경영대학 학부과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학과, BA/BS

Economics, BA/BS

응용경제학의 핵심과목 제공하여, 민간부분 및 정부 부처, 

컨설팅 및 무역협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분석가를 

양성합니다. 

국제학과, BA

Global Affairs, BA

국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다양한 

학습환경 제공하며,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영역의 석사 과정을 대비합니다.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BA/BS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BA/BS

분쟁 분석 분야 최상위권의 세계 저명 교수진으로 조직내 

분쟁부터 국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종류의 

분쟁 연구 및 분석합니다.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BFA

Computer Game Design, BFA

컴퓨터 공학, 예술, 시각 테크놀러지 관련 심층 학습을 하며, 

필수 인턴 과정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을 체험합니다.

학과 소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만의 전문화된 학과 과정들은 서울과 워싱턴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수도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개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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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 교수 비율, 우리 학생들은 조지메이슨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를 받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진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교수진과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온 종신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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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 재 (2018학년도 졸업)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SciencesPo)’ 대학원 과정 합격

한국에서 진행하였던 조지메이슨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샤르스쿨

(Schar School)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정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 기관 중 한 곳에 합격할 

수 있었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보 고문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의 

학문적 역량은 물론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의 성공

커리어 기회

대부분의 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서 사기업 

및 공공 기관에서 취업 제의를 받습니다. 워싱턴과 근접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는 장점으로 졸업생들은 높은 보수의 

취업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도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송도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하는 비즈니스 

중심지인 서울과 근접해 있어 졸업생들은 수많은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학원 진출

조지메이슨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은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와 같은 

세계 최고의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일류 기업들과 대학원에서는 이미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졸업생들의 세계적인 재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는 유수의 기업들과 국제기구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휘 용 (2018학년도 졸업)

2018학년도 학업 성적 우수상

파이 베타 카파 (Phi Beta Kappa)

국제학과 성적 우수상 수상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커리어 개발 센터는 저에게 

국제기구와 기관, 민간 부문에서의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커리어 개발 센터로부터 얻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일하고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배출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율 리 아 (2017학년도 졸업)

미국 KPMG 본사 합격

저는 회계학을 전공하면서 회계 분야의 직장에서 

저의 첫 취업 경력을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를 통해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컨설팅 

회사(KPMG)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Hiremason’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이력서 

작성과 모의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준비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학 일정

2020. 3월 봄학기

• 1차 마감 : 2019년 11월 29일

• 2차 마감 : 2020년 1월 17일

2020. 9월 가을학기

• 1차 마감 : 2020년 4월 24일

• 2차 마감 : 2020년 6월 26일

 ※  1차 마감일 내 지원 완료한 합격생에게 장학금 심사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지원 서류

온라인 지원서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홈페이지의 입학처 페이지를 통해 지원

• 영문 자기소개서 (400 단어)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영문성적표를 밀봉 제출

•  제출 시 봉투에 지원자 성명과 G넘버를 영문 기재

•  공증 번역본 : 고등학교에서 영문 성적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

•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영문) : 고등학교 미입학 혹은 중퇴한 경우에 

 해당 교육청 봉투에 밀봉 상태로 제출 

공인 영어 점수 (택 1)

• TOEFL iBT 80점 이상 (과목 당, 최소 18점 이상)

•  IELTS 6.5 이상 (과목 당, 최소 6.0 이상)

• NEW SAT Evidence Based Reading 500점 이상

• ACT English, Reading 20점 이상

• 기관코드 : TOEFL(5827), SAT(5827), ACT(4357)

선택서류

• 영문 추천서

• 생활기록부 번역 

입학처 주소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처 G405호 (우)21985

• 미국조지메이슨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s 

  4400 University Dr. MSN 3A4 Fairfax, VA  22030 USA

학비 및 기숙사 

학부 과정 수업료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정규과정 * 

학부 수업료 : $ 20,000/년 (2019 ~ 2020년 기준)

• 미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3학년 과정 수학 시 정규과정 * 

  학부 수업료 : $ 36,024/년 (2019 ~ 2020년 기준) 

 *  정규과정 : 12 ~ 16학점/학기, 추가 학점당 비용 발생

기숙사

• 1인실 : 150만원/학기

• 2인실 : 100만원/학기

• housing.igc.or.kr 참조  

장학금 

입학 장학금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학생의 입학 성적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입학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학 장학금은 일정 학점 요건 충족 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의 재학 기간 

최대 6학기 동안 지급됩니다.

입학 장학금 후보 심사는 합격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이루어지며, 

후보 선정 시 개별 통보합니다.

메이슨 성적 장학금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에게 매년 봄 학기에 메이슨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메이슨 리더십 장학금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봄 학기에 학생들의 리더십 경험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메이슨 리더십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MUK 프로그레션 장학금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재학생들이 미국 캠퍼스에서 교차 수강하는 기간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미국 페어팩스 캠퍼스에서 수학을 하는 동안, 버지니아주 최대 연구 중심 

주립대인 조지메이슨대학교의 폭넓고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입학 전형 600명 이상의 학생 재학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캠퍼스에는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넓은 체육관, 

현대적인 공연장, 편안한 기숙사, 

다양한 기구를 구비한 피트니스 센터, 

넓은 도서관, 의료 센터, 학생 공동체를 

위한 글로벌 라운지와 학생 라운지 등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캠퍼스 시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처 G405호 (21985)

 facebook.com/masonkorea
 blog.naver.com/mason_korea
 instagram.com/masonkorea
 twitter.com/mason_korea
 youtube.com/masonkorea

askmk@gmu.edu

+82-32-626-5021

gmu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