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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메이슨 
우리 대학의 이름인 조지 메이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입니다. 메이슨은 미국 권리장전의 모델이 된 버지니아 
권리 헌장을 작성하신 분입니다.

버지니아 
최대 규모 주립대

본 대학은 버지니아의 최대 주립연구대학으로써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과감하고 진취적인 교육기준을 세웠습니다. 
1972년에 설립된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버지니아 주 최대 규모의 
주립 연구대학입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위치한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미국 50개 주와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온 3만 8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여 혁신, 
기업가 정신, 다양성 그리고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인정받는 
대학입니다. 버지니아 주 대학들 중에서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최상위 연봉을 받고 있어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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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출신의 학생들

여 개국

본교 학생단체는 130여 개국 출신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9M
수백만 달러의 연구 투자
2018년에만 1억 4900만 달러의 연구비를 

후원 받았습니다.

38,000 
재학생

명의

캠퍼스에는 3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면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합니다.

80% 
취업률
메이슨 졸업생 중 8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취업합니다.

6,200 
기숙사

인용

캠퍼스 내에 6,200여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거주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의 정체성은 학업적 탁월성과 서비스에 대한 
버지니아의 강력한 이상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학문과 연구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열정을 
돋우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가 학생들의 성장, 다양성, 연구, 
혁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미국 버지니아 주 최고 
규모의 주립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일한 가치를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한국캠퍼스는 6개의 미국 학부 
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 및 선택과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캠퍼스에서 3년,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미국캠퍼스에서 1년을 수학할 수 있는 학위 취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은 
조지메이슨대학교의 미국캠퍼스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 받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교

1 ~ 6 학기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 송도)

7 ~ 8 학기
조지메이슨대학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Mason 
IDEA

혁신 Innovative
새로운 질문과 생각, 그리고 새로운 시도

다양성 Diverse
다양한 배경의 학우들 간의 활발한 소통

다름의 존중

자기주도성과 리더십
Entrepreneurial
생각을 행동으로 추진하는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접근성 Accessible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학사)

Top 100 + AACSB Accreditation

미국 뉴스 및 세계 보고서(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경영대학은 매년 미국 최상위 경영대학 및 특수

경영대학 100위에 안에 포함됩니다. 

AACSB 인증 커리큘럼이란? 
대학교에서 AACS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교수진, 

재정, 정책 및 학생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의 약 5%만이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ACSB 비즈니스 스쿨의 2%만이 비즈니스 및 회계 

인증을 받은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AACSB 인증 

대학 중에서도 우수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관점과 기회의 다양성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경영대학은 다양한 지성, 경험 및 아이디어의 

힘을 육성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Mason 비즈니스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기르게 되며 다양한 기회들도 함께 

주어집니다.

 경영학과를 택한 학생들은 8개 심화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학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 회계
 • 비즈니스 분석
 • 재무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 경영정보시스템
 • 경영
 • 마케팅
 • 운영 및 공급망 관리

과학대학
데이터과학과 (이학사)

조지메이슨대학교의 데이터과학과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학제간 연구 분야에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분야의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학부 중 

하나입니다. 2015년 개설된 이학사(BS) 과정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과학대학(COS)에서 5번째로 큰 학부이자 최근 몇 년간 대학 

성장 중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데이터과학(CDS) 전공으로 훈련 받은 

학생들은 데이터가 풍부한 세상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과학과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경전철 및 버스 교통, 학교 시스템 

효율성, 도시 문제, 고객 및 자원과의  글로벌 기업 상호 작용, 추천 

시스템, 복잡한 네트워크와의 상호 작용, 공공 정책에 대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영향, 원격 감지 데이터, 복잡한 시뮬레이션 및 의료 

이미지 등) 데이터 과학과의 졸업생들은 정부 공공 부문과 첨단 기술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과학적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분석 

그룹의 구성원으로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계산, 과학 및 수학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이/문학사)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 세계 최상위 경제학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됩니다. 

                                    경제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진들의 수업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Café Hayek나 Marginal 

                                    Revolution과 같은 참여적 블로그를 통해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과이며 자유시장 경제학, 공공선택, 

                                    실험 경제학에 강한 기반을 둡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미국의 인문학 

대학과 동일한 학습 경험을 갖게 됩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들은 

소규모의 대화형 교실에서 교수진과 충분한 상호작용과 토론의 기회를 

가집니다.  

교육과정에는 한국경제정책과 같은 실례를 포함하므로 한국조지메이슨대

학교의 경제학부 학생들은 동아시아 경제를 포함해 세계경제를 

탐구할 기회를 획득합니다. 경제학 전공은 졸업 후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서 인턴십과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학과 (문학사)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국제학 학위는 세계화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및 생태학적 차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국제학과 

학생들은 기후변화, 팬데믹, 난민 위기, 글로벌 매체, 국제무역, 국제범죄,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학부 간 통합 연계성을 자랑하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학부 소개

Preparing Students to 
Pow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p

Global Study, 
    Global Leadership

Top-
ranked

Economics 
Program 

Worldwide



모든 국제학부 학생들은 주제에 따른 전공심화과정(매체, 소통 및 

문화) 또는 지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을 선택하여 자신의 흥미와 진로 목표에 맞춘 학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들은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국제보안과 지능, 세계보건, 국제개발, 법, 경영,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진로를 추구합니다.

지역/이슈 별 심화전공 과정

• 환경(EVT)
• 세계경제와 경영(GEM)
• 글로벌 거버넌스(GLGV)
• 세계 불평등과 대응(GIR)
• 인간안보(HMSC)
• 국제개발(IDEV)
• 매체, 소통 및 문화(MCC)
• 아프리카(AFR)
• 아시아(ASA)
• 유럽(EU)
• 라틴 아메리카(LA)
• 중동과 북아프리카(MNA)
• 북아메리카(NA)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RCA)
• 개별화된 전공심화(Individualized Concentration; IND)

지미, 로잘린 카터의 평화 및 
분쟁해결대학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이/문학사)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S-CAR)라고 

알려진 지미와 로잘린 카터의 평화와 

분쟁해결학부(Jimmy and Rosalynn 

Carter School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는 평화, 분쟁해결, 리더십 

위주의 연구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미국 내 1위를 

차지합니다.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CAR)에서는 교내외 지역 및 국제적으로 

기술개발과 실용적 활동에 차세대 

학자들의 멘토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과는 학생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고 모든 사회 계층과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를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CAR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고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미국 캠퍼스에서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수십 년 간 학문을 닦은 세계적인 경험이 풍부한 다학제적 교수들의 

재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전공생 전원은 

1개의 전공심화 분야를 선택합니다.

 심화전공 과정

 • 분단 국가의 평화 구축
 • 글로벌 참여
 • 정치 및 사회적 활동
 • 정의 및 화합
 • 대인적 역학관계
 • 리더십 협력
 • 환경적 분쟁 및 협력

시각 및 공연 예술대학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 (예술학사)

조지메이슨대학교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는 미국 내 단연 최고의 게임 

디자인 학사과정으로 꼽히며,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 게임 디자인의 

예술적 구성요소에 중점을 두도록 해주는 동시에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 능력 향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의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는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하므로 오늘날 고등교육에서 

가장 변혁적인 연구 분야에 속합니다. 

필수 과목은 컴퓨터 게임 디자인과 동시에 컴퓨터과학, 미술과 시각기술, 

음악,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인턴십 과정은 졸업 후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역할을 돌아가며 맡아보는 팀 및 프로젝트 위주의 

새로운 교육학적 환경에서 통합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전공 졸업자들은 게임 디자인과 개발,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사운드 

디자이너와 게임 음악 작곡, 창의적인 게임 만들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진로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전공은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 디자인과 개발 

분야를 추가로 연구하도록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는 

국립예술 디자인학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Art and 

Design)로부터 인증 받은 곳입니다.

 본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다음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 2K 게임즈 (https://2k.com/en-US/)
 • 빅 휴즈 게임즈 (http://www.bighugegames.com/)
 • 베데스다 소프트웍스 (https://bethesda.net/en/dashboard)
 • 에픽 게임즈 (https://www.epicgames.com/)
 • 루델 스튜디오 (https://rudel.jp/about/)
 • 시타델 스튜디오즈 (https://citadelstudios.net/)
 • 리틀 암즈 스튜디오즈 (https://littlearms.com/)
 • 부즈 앨런 해밀턴 (https://www.boozallen.com/)
 • 아마존 웹 서비스 (https://aws.amazon.com/)
 • 마이크로소프트 (https://www.microsoft.com/en-us/)

Technology

Design

Pioneers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12:1로, 본교 학생들은 
조지메이슨대학교의 저명한 교수진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를 받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진에는 전 세계 
출신의 교수진을 비롯해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온 선임
연구교수 및 종신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obert I. Matz, Ph.D.
캠퍼스 학장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는 우수한 미국 대학 학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Washington DC에 인접해 있는 
미국 캠퍼스에서 풍부한 문화 자원과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캠퍼스와 한국 캠퍼스 모두 학생 중심의 교육, 다양한 관점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에서 시민권, 경력,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캠퍼스의 학장으로서 언젠가 여러분을 
Mason Patriot의 학생으로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hannon N. Davis, Ph.D.
교무처장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세계적인 교수진, 경험적 학습, 연구 분야의 
핵심 지적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교수진은 학생들의 교육 궤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 발전 모델을 수용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종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과 과정 및 
공동 교과 과정 경험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Kelley E. Chung
입학처장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입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전문성을 개발하여 젊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하고 친밀한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재능과 학문적 노력에 대한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그 너머를 위해 봉사하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atrick J Quinn
비즈니스총괄처장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보람 있는 학업 경험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대학교입니다. 스마트 시티인 송도는 녹색기술과 
친환경적인 환경으로 학생들에게 최상의 공부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이벤트, 유적지가 있는 서울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송도는 지정한 미래의 도시이며 
저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Mason Patriot가 되기를 바랍니다.

Yorgan Marcel
학생처장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도 공동 교과 과정 및 
이벤트, 다양한 학생 단체에 참여, 리더십의 일원으로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Mason Patriot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공동체 복지의 중심이 됩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장, 처장님 인사말



함께하기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찾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아리, 단체 그리고 캠퍼스에서의 
모든 활동을 확인해보세요.

학생 프로그램

 학생회 : 학생회는 전체 학생의 대표로서 정당성과 권한을 갖게 되며, 버지니아에 있는 
미국캠퍼스에서 한국캠퍼스의 행정, 교수진, 교직원, 대학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 : 보이스는 캠퍼스 최고의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학생들로 이뤄진 공식 영자 신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에 활동을 시작하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주요 뉴스 
채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어드바이저 : 레지던트 어드바이저는 학생의 학업 기간 동안 인천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를 사용하는 모든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프로그램 위원회 (PAC)

캠퍼스 내의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적인 학생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DIY 활동, 콘서트, 학교 축제 및 교외 활동을 진행하여 활기 있는 캠퍼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동아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는 스포츠와 음악에서부터 리더십과 자원봉사 단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자금 지원 및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Men's Basketball
Sports

G-nonymous
Academic 
(Computer Game 
Design)

G-BOUNCE 
(Temporary Hiatus 
in Spring 2021) 
Special Interest

SKETCH
International/Multicultural

International Christian 
Club
Religious

Asian Boss NEXT 
International/Multicultural

Movement101
Sports

n-Lingual
Academic

MKIC
Academic (Business)

Catriots
Volunteer & Service

통합적인 역량 강화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학업 지원

아카데믹 리소스 센터
아카데믹 리소스센터는 교육 과정을 통한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도 및 워크샵을 
통해 알맞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상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사명은 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 목표를 위해 멘토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무처는 미국 페어펙스 캠퍼스에서 수학하게 되는 
학기를 포함하여 학부 과정 동안 학위 조건을 이수할 
수 있도록 ‘4년 교육과정 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커리어 목표 달성
83% 의 졸업생들이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 목표 달성
(조지메이슨대학교 2019. 8 기준)

누적 취업률
(2021. 8 기준)

77%

커리어개발센터 만족도

93%

커리어개발센터의 
학년 별 커리어 개발 단계

1학년 : 커리어 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집중적인 커리어 워크샵
• 진로 부트 캠프 (2일)
•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 미국회계사자격증(AICPA) 준비
 - 직무적성검사 준비
 - 언어능력시험 준비
 - 마케팅 스터디 그룹
 - 대학원 준비
 - 면접 준비
• 대학원 과정을 위한 SOP 작문 워크샵
• 이력서 클리닉 (집중 과정)
• 모의 면접
• 인턴십
• 개인 집중 커리어 코칭

• 진로 탐색 워크샵/클래스 (6개 전공)
 - 국제기구
 - 다국적 기업
  - 대기업
 - 스타트업
• 관심 분야 직업 체험
• 전문가와의 멘토링
• 진로 관련 연구 과제
• 이력서 클리닉 (입문 과정)
• 경험 학습 – 학점 인턴십, 현장 체험 프로그램
• 개인 진로 코칭

• 직업 관심 평가
 - Gallup/StrengthFinder
• 직업 인식 워크샵
• 커리어 이벤트 참가 
 (Career Fair, Career Camp, etc.) 
• 다양한 활동 (자원봉사, RSO 등)

4학년 : 커리어 집중 개발

2 ~ 3학년 : 커리어 탐색



사기업
• Samsung Biologics
• LG Chem
• SK bioscience
• Woori Bank
• Korea Joongang Daily
• SM entertainment
• 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ITC)
• Sojong Accounting 
• Dasan Network
• COUPANG
• Nova Marketing
• Meta Business Institute (MBI)
• WEBZEN
• Biodigit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해외 기업
• 3M
• Deloitte Korea
• KPMG
• EY Hanyoung
• Pfizer
• Edelman Korea
• Frost & Sullivan
• Gerson Lehrman Group, Inc.
• Porter Novelli
• Allison+Partners
• CGI inc.

대학원
• The Master’s program at Graduate Institute, Switzerland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England
•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USA
• Sciences Po, France
• 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 USA
• Accelerated Master’s Program, Accounting at GMU, USA
• Law School at Bond University, Australia
•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Korea

국제기구
•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OSD)
•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The 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UNPOG)
• WHO Collaborating Center
•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해외 취업
• KPMG, USA
• Public Diplomacy Division, U.S. Department of State, USA
• Chosun Daily Washington, USA
• NH Investment & Securities, New York, USA
• Oori Trading, Inc, USA
• ENI Distributors, USA
• Chan & Associates, USA
•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in Washington, USA
• Yue Hwa Chinese Products, Singapore
• Majorel, Malaysia
• Columbia College, USA
• Elegant Pauer, Georgia

Prepared To Ac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2021. 8. 31 기준

공공기관 4.5%

기타 10.8%

12.6%

30.6%

15.3%

14.4%

11.7%



수업료 및 기숙사

학부 과정 수업료 
• 한국 캠퍼스 정규과정 : 연 $20,000  
• 미국 캠퍼스 정규과정 : 연 $36,578 (2021 - 2022 기준)
* 정규과정 : 12 - 16학점/학기

기숙사
• 1인실 : 학기당 190만원 (17주 기준) 
• 2인실 : 학기당 120만원 (17주 기준) 
• 관련 정보 확인 : housing.igc.or.kr 

지원 서류

필수 서류
• GMU 온라인 지원 (georgemasonuniversity.force.com)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지원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masonkorea.gmu.edu).
• 고등학교 영문성적표
• 공인영어점수 (SAT, ACT, TOEFL, IELTS)
 - NEW SAT Evidence Based Reading : 500점 이상
 - ACT 영어, 독해 : 20점 이상
 - 기관 코드 : TOEFL (5827), SAT (5827), ACT (4357)

선택 서류
• 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추천서
• 이력서

제출 가능한 공인영어시험 (택1)
• TOEFL iBT 점수가 80점 이상 (과목 당 최소 18점)
• IELTS 6.5 점수가 6.5점 이상 (과목 당 최소 6.0점)
• NEW SAT 증거기반 독해 및 작문에서 500점 이상
• ACT 영어에서 독해 점수가 20점 이상
• 기관 코드 : TOEFL (5827), SAT (5827), ACT (4357) 

외국인 지원자일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사본
2.  재정증명서
3.  자금 증빙 자료 -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발급 받은 
 자료여야 하며 공식 도장,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진술서가 스폰서 명의인 경우, 학생은 관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스폰서인 경우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건강보험증빙 자료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보장)
5.  FedEx 배송 라벨

미국 학자금 지원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학생은 연방정부 학자금보조
 신청서(FAFSA)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GI Bill과 
 같은 미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학 장학금

우수인재장학금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발하고자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에 따라,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보유한 학생들을 위해 
매 학기 신입생들을 위한 우수인재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인재장학금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희망인재장학금은 미국 
대학교 진학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합격생에게 적용되며,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한하여 제공됩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최대 6학기까지 적용됩니다. 희망인재장학금은 
매년 갱신되며, 이에 따른 제출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원 방법

지원서 마감일

2022 봄학기
• 조기 지원 마감일
 2021년 9월 17일

• 1차 마감일 
 2021년 11월 27일

• 최종 마감일 
 2022년 2월 4일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2022년 1월 8일까지 모든 입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가을학기
• 조기 지원 마감일
 2021년 11월 1일

• 1차 마감일 
 2022년 4월 1일

• 최종 마감일 
 2022년 7월 8일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2022년 6월 17일까지 모든 입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 지원 마감일 내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장학생 선별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상기 표시된 마감일은 온라인 지원 제출 및 모든 서류 발송일 기준입니다.

입학 서류 우편 발송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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