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학문, 뛰어난 가치, 아름다운 환경

James Madison University (JMU)는 학문에
대한 열의에 주안점을 두는 동시에 변화를
포용하는 학교입니다. 본교의 교수들은
학생들이 비판적인 자세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며,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본교는 세계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며, 이러한 임무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JMU는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남부 공립 종합대학교 순위에서 2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JMU는 졸업율이 높고 학비가 낮은 학교로서
Kiplinger가 선정한“2013년도 최고
가치평가를 받은 최고의 공립대학”100위
안에 포함되어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교의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많은 것을 배울
뿐 아니라 연구활동, 인턴쉽, 학생지도를 통한
실무적 경험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을
진로에 적용시킬 준비를 갖춘 상태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Princeton Review에서
선정한“2013년도
최고 가치 평가를 받은
대학들”
에 포함

첫 해 학생
보유율 92%

Bloomberg Businessweek
에서 발표한 경영대학
순위 상위 5% 내 대학에
선정

Princeton Review에서
발표한“2013년 322개
녹색대학들 안내”
에서
최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교 중
한 곳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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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adison University는 어디에 있나요?
버지니아 주 해리슨버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이가
700에이커인 본교의 캠퍼스는 외국학생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부터 불과 123마일(19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해리슨버그에는 약 50,00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이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여러 지역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블루릿지산과
앨러게이니산이 있어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JMU 주요 통계:
학부생 수: 18,107명
대학원생 수: 1,820명
국제학생 수: 448명
교수: 풀타임 940명, 파트타임 411명
수업 당 학생 평균인원: 29명
학생 대 교수 비율: 16:1
학과 선택:
JMU에는 다음과 같은 70개 이상의 학사학위 프로그램과
40개 이상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과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
보건 및 행동연구대학
통합 과학 및 공학대학
과학 및 수학대학
시각 및 공연예술대학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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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남부 종합 공립대학교
2위에 선정

Kiplinger’s Personal
Finance에서 발표한
최고 가치 평가를 받은
100대 공립대학교 중
20위에 선정

http://www.jmu.edu/admissions/apply/international.shtml

국제학생 및 국제학자 서비스
James Madison University
JMAC 6, MSC 5731
1031 S. Main Street
Harrisonburg, VA 22807 - USA

학부 입학처
James Madison University
Sonner Hall, MSC 0101
481 Bluestone Drive
Harrisonburg, VA 22807 - USA

전화번호: (540) 568-6119
이메일 주소: isss@jmu.edu

전화번호: (540) 568-5681
이메일 주소: international@jm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