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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글로벌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것은 경험적 필요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경
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지지 않고서는 대학이 세
계를 끌어안고 세계화 되어가는 현실을 대학의 비전에 반영하
기가 어렵습니다.”
- Robert L. Niehoff, S.J 총장 -

John Carroll 대학은…
John Carroll 대학은 과거 125년 동안 수준 높은 교육을 추구하는 예수회의 전통에 따라 지성과 인격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유니버시티 하이츠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클리블랜
드 지역 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7만8천여 평 부지의 본 대학은 돌란 과학기술센터, 새로 개축된 TV 스튜디오와 미디어 실험실, 스포츠 행사와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관을 비롯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
다. 70 개 학과(전공) 과정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은 학생들의 학문적 자질을 높이고 깊이 있고 유연성 있는 학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학생 선별은 4년 후 졸업하는 학생들의 높은 성공률을 유지
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성
• John Carroll 대학은 미국 중서부 대학 순위 7위의 대학입니다. JCU는 201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U.S. News and World Report 에서 미국 중서부 대학 10위권 이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교육적 사명감이 투철한 학교” 3위. U.S. News and World Report 선정.
• “수업료 대비 우수한 학교” 6위(U.S. News and World Report)
• AACSB가 공인한 비즈니스 과정은 세계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최상위 11%에 속해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Boler School of Business는 BusinessWeek Magazine 가 선

정한 미국 국내 순위 62위입니다.
• 미국의 우수 대학 순위 148위, Forbes Magazine 선정.
• “중서부 최우수 대학” 153곳 중 하나로 선정, Princeton Review.

캠퍼스 전경

• 기술 설비. JCU의 학생들은 교내 최첨단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캠퍼스 전역에서 완벽
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 리서치. 교내 도서관은 오하이오주의 모든 대학 도서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4,800만권의 도서와 수백만 건의 전자 자료 12,000 가지 전자 간행물, 
e-book 및 140 여 가지의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숙소. 캠퍼스. 캠퍼스 내에 있는 Residence Halls (기숙사)는 1, 2 학년 학생의 9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근에는 도보 거리 내에 많은 아파트들과 (상당 수 대학 소유) 가
게, 상점들이 있습니다.

•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캠퍼스 내의 스포츠 시설에는 햄튼 헬스 기구, 사이벡스 순환운동 기
구, 스테어마스터 기구, 헬스사이클, 트레드밀, 타원운동 기구 등이 있습니다. 라켓볼 코트와 
RecPlex 교내 체육관도 학생들이 매일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 일주일에 7일 운행하는 캠퍼스 셔틀버스는 학생들을 근교 쇼핑몰, 영화관, 슈퍼마켓, 
식당으로 태워다 줍니다.

• 식사. 교내식당에 입점하여 있는 Fresh Food Company는 최신식 즉석 요리 설비를 갖
추고 눈앞에서 각국 요리, 미국 요리, 및 기타 다양한 건강 요리, 채식 요리를 만들어주기 때
문에 보통의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식단과는 전혀 다른 식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
• JCU의 학위 과정에는 3,000 명에 달하는 학부 학생과 700 명의 대학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 JCU의 클래스는 35명을 거의 초과하지 않는 작은 클래스들로 구성되며 강의 형식보다는 토

론 위주로 진행됩니다.
• 학생들의 분포는 29개 주와 35개 국가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캠퍼스 내에는 거의 100 개의 인정된 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

아리: 교내 및 클럽 스포츠, 총학생회, WJCU Radio, The Carroll News 신문, 남녀학생 
친목클럽, 자원봉사.

인기 전공 분야
 

학생 수가 많은 전공 분야: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생물학, 정치학, 교육학, 회계학, 경영햑

교수진
• 상임교수 189 명: 교수진의 96%는 해당 분야의 최고 학위 소지자들입니다. 모든 교수진은 학

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JCU에는 대학원 학생을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JCU의 교수진들은 지도교수의 역할을 하며 각 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학업을 지도하며 발전 
과정을 모니터링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재학기간 동안 반드시 박사급 교수가 지도교수
로 배정됩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 클리블랜드는 1900년대초 동유럽계의 이민자들에서부터 최근 30년 동안 증가한 중국, 인도, 

남미, 중동, 베트남계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문화,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고장입니다.
• Rock & Roll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가인 플레이하우스 홀이 있습니다.
• 세계적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세버런스 홀,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JCU에서 버스로 가까

운 거리에 있습니다.
• 프로 스포츠 구단: 클라블랜드 캐벌리에 (NBA 농구), 클리블랜드 브라운즈 (NFL 아메리컨 

축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야구)
• JCU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급 쇼핑몰과 이 도시의 유명한 웨스트사이드 마켓 등 다양한 

쇼핑 시설들이 있습니다.
• “에메랄드 목걸이”라고 불리는 클리블랜드 메트로파크 시스템은 89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의 공원 네트워크로 산책로, 자전거 코스, 승마길, 일반 공원, 피크닉 구
역, 다섯 개의 자연교육 센터, 일곱 개의 골프 코스들이 있습니다.

• JCU는 클리블랜드 내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를 포함한) 일곱 개의 대학
들과 연계되어 있어 학생들은 타학교 과목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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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 절차
대학교 입학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JCU는 
Common Application (공동입학원서 제도)의 회원입니다. 미국의 400여 대학들은 이 원서 제
도를 채택하고 있어 학생들을 단 하나의 원서를 작성하여 여러 학교에 입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JCU용 지원 서식과 작성 방법은 웹사이트 www.jcu.edu/internationa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 절차
1. Common Application 웹사이트: www.commonapp.org 에 접속하여 에세이, 자

기소개서 및 Application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지원서는 인쇄된 서식과 온라인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입학원서에 의한 JUC 입학 지원은 무료입니다. 에세이/
자기 소개서는 공동입학원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요건이 아닙니다.

2. 중, 고등학교의 공식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모든 성적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성적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원본과 영어 번
역 및 미국 학점 제도 (4.0)에 해당하는 성적을 표시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3. 표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십시오. 가을 학기나 봄 학기 입학을 원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
에 다니지 않은 외국인 학생은 TOEFL 또는 IELT 표준 시험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TOEFL (최저 점수 요건: 인터넷 시험 79점 또는 서면 시험 550점)
• IELTS (최저 점수 요건: 6.5점)

영어가 능숙한 학생은 College Board의 SAT 또는 ACT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필
수 과목 시험 및 쓰기 시험). 위의 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입학 고려를 위한 추가
적인 직접 인터뷰 또는 Skype 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권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재정보증진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본 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제
출해야만 JCU에서 학생 비자(I-20 및 DS 20 19 양식)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처리 및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학생 비자(F-1 또는 J-1)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유효한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 즉 풀타임으로 학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비
수업료 및 제반 수수료 ......................................................................................... $35,980
숙식비 ............................................................................................................... $10,040
기숙생 납부금 합계 ............................................................................................. $46,020

평균 비용 (매 학년)
도서 및 문구 ...................................................................................................... $1,500
기타 비용 ........................................................................................................... $1,500

*1회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 ............................................................................ $725

재정 지원
외국인 학생은 대학교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된 모든 대학교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업 우수 장학금은 연간 US$7,500 - $22,500, 종교 장학금은 연간 US$3,000 
-$5,000 범위입니다.

존 캐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술 장학금 이외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외국인 학생 재정
지원 신청서(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for Financial Aid)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학교 자금과 캠퍼스 내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합니다. 

소프트 랜딩(Soft Landings)
소프트랜딩이란 단순히 여러 프로그램들을 집합적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을 위
한 JCU의 정책 철학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마다 다르며 캠퍼스에 자
리잡고 미국 내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랜딩은 각 학생들이 캠퍼스에 정착할 때 문화적 준비, 말하기 및 쓰기 능력, 그리고 토의 위
주로 진행되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 측면에서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가 마련한 프
로그램들입니다. JCU는 각 학생들을 보살피고 각자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ww.jcu.edu/international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내
용을 볼 수 있습니다.

JCU의 소프트랜딩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JCU에 도착하여 새로운 도시/나

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진과 교직원을 만나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문화에 적응하며, 다른 학생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의 목적
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환영을 받고 편하게 느끼며, 캠퍼스와 학술활동을 찾는 방법
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 첫 학기 지원.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매 학기 이수과목을 선택할 때 
자문을 해주고 각 과목의 진전에 관해 상의하며 그 학생에게 추가적인 도움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정 동료 멘토는 학생의 개인적인 카운셀러이자 캠퍼스, 지
역사회 및 학술활동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는 국제적인 이슈
와 문화를 습득하는데 관심을 표시한 특별히 선정된 미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 1학년 학생은 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숙 학습 커뮤니티에
서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가능한 경우). JCU는 다수의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국가들의 현지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JCU의 직원과 교수/지도교수가 이끌게 될 이 설
명회 성격의 자리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미국유학을 준비하고 첫 학기 등록을 하는 과정과 클리
블랜드와 JCU 캠퍼스에 대해 알게 함으로써 출국전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입학 신청 기한
1. 유학생 우선 마감: 2월 1일

2. 정규 가을 학기 입학(8월 말에 학기 시작): 5월 1일

3. 봄 학기(1월에 수업 시작): 10월 1일

입학 지원 절차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문의:

Ms. Lily Fong
국제 학생모집 담당 부이사
이메일: lfong@jcu.edu | 전화: +1 216 397 4595 | 팩스: +1 216 397 4981

캠퍼스 정착 및 일반적인 학생 지원 문의: 

Mr. Eric Patterson
국제 서비스 담당 이사
이메일: epatterson@jcu.edu | 전화: +1 216 397 4947 | 팩스: +1 216 397 4981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