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성공
국제 학생 안내I 2017-18

등록국제 학생 수에 의한 순위
• 전체 기관 중 126위*
• 석사 학위를 부여하는 기관 중 10위*
• 미국 내 국제학생 서비스 8위**
•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 5위*

본 대학교에 대한 중요 사실들
• 경험교육 커리어서비스와 학사지원(Experiential Education
Career Services and Academic Support)** 분야 3위

설립 연도
1914

• 첫날 (First Night)지원 서비스 5위**

위치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플로리다 주 북 마이애미
콜로라도 주 덴버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

*출처: 국제교육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2014-2015 오픈 도어 보고서 (Open Doors Report)
** 2014 세계 국제 학생 지표Global International Student Barometer (ISB) 조사

유연한 입학 시기
9월
12월
3월
6월 (ESL 과정만 개설)
전체 등록 수
15,000명 이상
(풀타임, 4개 캠퍼스 모두)

대학원생
900명 이상
국제학생
84개국으로부터 1,400명 이상
학생/교수 비율
20:1
인턴십 현장
30개국 1,400명

본교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전국
적인 리더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Providence, RI

왜 JWU인가?
JWU는 국제 학생 등록 수에 있어서 미국 내 상위 100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중 하나입니다. 국제학생들은 또한 전세계 다른 대학들과 비
교할 때 본교의 도착 서비스가 평균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평가합니
다.
U.S. News & World Report는 JWU를 미국의 북부지역에서 단과
대학들 중 3위 이내로 평가했습니다.*

Denver, CO

Charlotte, NC

120여개국 출신 졸업생들이 존슨앤웨일즈 대학교를 선택했으며 해
마다1,300 명 이상의 국제학생들이 등록합니다.
JWU는 국제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금, 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
춘 교수진, 개인별 지도교수, 그리고 종합적인 국제학생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본교에서는 다양한 운동, 체력단련 프로그램, 학생 클럽과 단체를 다
음 4곳의 캠퍼스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rth Miami, FL

본교 Providence와 North Miami 캠퍼스
에서 ESL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Denver
.와 Charlotte 캠퍼스에서는 집중적인 영
어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4개 캠퍼스 -하나의 종합대학
프로비던스

Providence, Rhode Island; North Miami, Florida; Denver,
Colorado; and Charlotte, North Carolina.
* 존슨앤웨일즈대학교 프로비던스 캠퍼스에 대한 U.S.News & World
Report 랭킹

북 마이애미
덴버
샬롯

단과대학들

요리 대학

경영 대학

호텔경영 대학

훌륭한 요리사 그 이상이 되고 싶습니 까?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 다면

호텔 교육의 세계적 리더로서 본교의 호

세계의 음식 문화를 바꾸는 법을 배우고

비즈니스의 본론으로 들어갑시 다. 귀하의

텔경영 대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싶습니까? 본교의 요리 대학은 21세기

관심이 경영, 마케팅 혹은 패션 머천다이징

수십억 달러의 호텔 경영 산업에서 귀하

요리 교육을 선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중 어떤 것이든 귀 하는 실제 작업 환경을

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경력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한 본교의 산업별 맞춤 학습

을 쌓도록 설계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요리의 세계에서 폭넓은 경험 기회를

랩에서 능 동적 학습과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본교는 호텔에서의 관리, 관광,

통 해 귀하가 선택한 현장으로 뛰어 들 게 될

여행, 음식 서비스, 스포츠, 엔터 테인먼트와

것입니다. 본교는 귀하의 고용 주가 기대하는

이벤트 산업들을 포함해서 귀하의 관심분야를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졸업하도록

확인하고 귀하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돕기 위해 업계 선두 회사들의 의견을

구체적인 계획을 발 전시킬 수 있도록

반영하여 커리 큘럼을 설계합니다.

돕습니다. 첫 번째 학 기에 귀하는 전공 관련

제공하는 고급 실험실 환경에서 국내외
적으로 저명한 교수진의 지도 하에 배
우십시오.
본교의 전공분야는 요리 기술과 예술을
과학과 영양, 경영과 관리 기술, 그리고
아울러 귀하를 탁월하게 만들 세계시민
의식과 다양한 직업적 조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업을 수강하면 서 세계의 유수한 호텔 경영
회사들로부 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된
커리큘럼 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John Hazen White College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대학
건강과 복지 대학 (College of
of Arts & Sciences(존 헤이즌 (College of Engineering and Health & Wellness)
Design)
화이트 문리과 대학
본교의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은 귀하가 건
본교의 전문화된 예술 및 과학(문리) 프

귀하가 산업을 혁신할 신기술을 발명할 열 정이

강 관련 커리어를 위해 준비하도록 통합적,

로그램을 통해 전달 가능한 분석적, 비판 적

가득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의

다학문적 접근방식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의욕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십 시오.

창의적 사용에 관한 새로운 경계를 창출하려고

있는 학생이라면 귀하의 학부 핵심 필 수

여러분은 다양한 커리어 진로에서 성공하기

할 경우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 야에서 커리어

과목들을 의학, 의료 보조, 치과 혹은 수 의과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깊 은 업무 경험을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본교의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대학에서 로 봇 공학, 그래픽
개발하게 됩니다.
디자인과 디지털 미디어에 서 형상 관리와
각 프로그램은 귀하의 커리어 목표에 가 장
전자, 소프트웨어, 네트워 크 엔지니어링에
잘 맞는 지식을 획득하고 귀하가 흥미 로운
이르는 다수의 혁신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를
학문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유연 성을
통해 놀라운 성장 잠재 력을 지닌 커리어를
제공합니다.
시작하십시오.
광범위한 학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귀하의
귀하는 강의실, 시험실, 교수 연구실, 회의
멘토와 지도교수로서 강의실에서 각자의
실과 정원을 포함, 69,000 평방 피트의 신 축
산업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교수진과 관 계를
3층 건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로봇 공 학과
맺습니다
드로잉 랩에서부터 게임/네트워크 시 뮬레이션,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강력한 후보로 만들어
줄 선택과목들과 결합함으로써 귀 하의 학업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귀 하는 또한
건강관리 산업에서 직접적인 환 자 돌봄과 관계
없는 경영 행정, 건강 교육 과 정책 분석과 같은
다른 커리어 분야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관심이 생물학, 심리학에 있든지 상
담심리학에 있든지 귀하의 커리어 관심 분 야에
맞춰진 커리큘럼을 설계할 헌신적인 프리헬스
(pre-health) 과정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폭넓은 건강, 복지 관련

엔지니어링과 CAD/지속가능한 건축에

분야에서 커리어를 추구하 기 위해 필요한

이르기까지 창작, 탐구와 발명을 위 해 10개

필수과목들을 수강하면서 귀하의 흥미를 불러

이상의

일으키는 전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랩과 공간(혁신 랩을 포함)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원 학업

학위 프로그램들
귀하에게 맞는 학위를 찾으십시오

본교의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귀하의 커리어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왜 80
여개국 출신 학 생들이 그들의 교육을 위해JWU를 선택했는지 발견하십시오. GRE나 GMAT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JWU를 경험하십시오.
• 귀하의 커리어 멘토로서 봉사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가르치는 업계 리더인 전문가 교수진
• 친밀한 수업 환경에서의 대화식 학습
•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띠도록 집중 과정이 있는MBA 학위들

전에 경영 분야의 학부 과정의 학위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기
초 과정을 이수한 세계 각국에서 지망하는 커리어를

4+1 학위 프로그램
JWU학부 학생들은 4+1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 글로벌한 경험과 관점 — 커리어 포부를 성취하기 위해JWU 를 선택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전세계 각지로부터 온 학생들과 네트워킹하기

• 4+1 B.S./MBA
• 회계, 호텔 경영과 정보기술 집중 4+1 B.S./MBA

MBA 프로그램
일반 MBA

MS 프로그램들

본교 일반 MBA과정으로 모든 지역 혹은 국제 산업에서 관리직을

상담

추구하십시오. 실제 응용을 공부해서 경영의 모든 기능적인 영역에 서
튼튼한 기초를 구축하십시오

공동체 봉사에 대한 귀하의 열정을 만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 커리어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지식, 기술 과 현장 경험을
개발하십시오.

집중 과정이 있는 MBA

금융

• 회계 - Uniform CPA Examination(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해 이수해야

복잡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이론, 실제, 기술에 대한

하는 150시간의 고급 필수과목을 충족하기 위해 설 계되었습니다.

귀하의 지식을 응용하여 조직과 소비자를 위한 가치를 창 출하십시오.

• 호텔경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호텔경영 산업 에서

글로벌 관광업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지속가능한 관광과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실현가능한 프로

• 인적 자원 관리 회사의 인력 수요에 대해 전략화하고 기획함 으로써

그램들을 수업과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화하고 개발하십시 오.

조직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고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 고 보유하기 위해

적절한 장기 기획을 통해 관광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 존하고

효과적인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배우십시오.

인적 자원 관리

• 정보 기술 귀하의 테크놀로지 스킬을 구축하여 인력 및 사업 운영

모든 산업에서의 사원 개발, 비즈니스 리더십과 전략적 기획

관리로 전환하십시오.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한 폭 넓은 기술을

• 비영리 경영 귀하의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비영리 조직을

확보하십시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리더 십, 전략적 기술과

정보 보안/인증

창의적 사고 기술을 발전시키십시오.

1년 과정MBA
이 집중적 풀타임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의 커리어 개발을 가속시키
십시오. 본교의 1년 과정MBA 프로그램은 6월과 9월에 시작되며 계속

회계(BS)
광고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BS)
응용심리학(BS)
제빵과 페이스트리 예술(AS)
제빵과 페이스트리 예술(BS)
제빵과 페이스트리 예술과 음식 서비스 경영(BS)
음료 산업 운영과 소매 관리(BS)
생물학(BS)
경영관리(BS)
경영학(BS)
전산화 제도(AS)
기업 회계와 금융 분석(BS)
상담(MS)
상담 심리학(BS)
형사행정(BS)
형사행정(MS)
요리(AS)
요리(BS)
요리와 음식 서비스 경영(BS)
요리 교육(MAT)
요리 영양(BS)
요리학(BS)
사이버 위협 지능과 방어(BS)
식이요법과 응용 영양(BS)
전자공학(BS)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형상 관리(BS)
기업가 정신(BSBA)
마사 비즈니스 경영/ Non-Riding (BS)
마사 비즈니스 경영/ Riding (BS)
마사학 (BS)
패션 머천다이징과 소매업(BS)
금융(BS)
금융(MS)

식품과 음료 기업가 정신(BS)
글로벌 관광과 지속가능 경제 발전(MS)그래픽
디자인(BS)
보건학(BS)
호텔과 숙박 경영(BS)
인적 자원 관리(BSBA)
인적 자원 관리(MS)
정보 보안/인증(MS)
국제 비즈니스(BSBA)
교양과정(BS)
경영(BS)
마케팅(BS)
MBA
MBA — 회계
MBA — 금융
MBA — 호텔 경영
MBA — 인적 자원 관리
MBA — 정보 기술
MBA — 비영리 경영
MBA — 1년 프로그램
MBA — 운영과 공급 체인 경영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학(BS)
운영과 공급 체인 경영(BSBA)
조직 위기와 사이버 보안 관리(BSBA)
정치학(BS)
레스토랑, 식품과 음료 경영(BS)
로봇 공학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BS)
소셜 미디어와 웹 테크놀로지(BS)
사회학(B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BS)
스포츠 리더십(M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경영(BS)

컴퓨터 시스템을 확보하여, 생성되고 저장되고 전달되는 정보 를
보호하십시오

의료 보조자 과정
환자 중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에 게 필요한

등록하는 학생들은 12개월 후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을 위한

지식과 실질적인 근무 경험을 얻으십시오

맞춤 프로그램입니다

스포츠 리더십

모든JWU캠퍼스는 문리과 핵심 커리큘럼에 초점을 두지만 각각의 JWU 위치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위, 랩, 시설의 조
합을 제공합니다.
캠퍼스를 선택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십시오.
산업 파트너들과 실험적 프로젝트에 협력하면서 귀하의 기 술을
연마하고 현장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과 정직성을 보 여 주십시오.

프로비던스

북 마이애미

덴버

샬롯

도착
서비스
귀하는JWU에서즉시편안함을느끼실것입니다.
본교국제학생들은전세계다른대학들에
비교할때JWU의도착서비스를평균보다훨씬
우월하다고평가합니다.

JWU의 도착 서비스(본인의 여행 계획을 본교에 보내는 학생들을 위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지역 공항, 기차역 또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의 교통편
• 프로비던스에서 무료 호텔 일박 캠퍼스 거주 학생들
• 필요 시 캠퍼스 밖에서 숙소 구하기 도움
귀하의 도착 후에 국제 학생 담당자가 귀하가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는것을
도와 줄 것입니다. 신입생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해야 합니다. JWU
기숙사에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딸린 2인용 혹은 4인용 방들과 독서실,
레크리에이션실, 텔레비전실과 세탁실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이용 가능성에 따라 배치되며 본교에서 귀하의 예약

국제 학생의
경험
JWU 국제 학생들이 왜JWU학생인 것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나눕 니다.

수수료와기숙사 계약서를 받는 시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JWU
• 지역 공항, 기차역 또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의 교통편
• 룸메이트 선택하기 (원하는 경우)
• 각종 공과금 설정하기 (히터, 전기 등)
• 아파트에 필요한 물건들 구입하기

제2외국어로서의영어
((ESL)
본교의 프로비던스와 북 마이애미 캠퍼스에서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정규 학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JWU의 English Language Institute

Victor Kafati ’18

Anh Khue Ho (“Roxy”) ’18

Remya Mathew ’17

Chang Shi ‘17

기업가 정신, 온두라스

스포츠/엔터테인먼트/이벤트
관리, 베트남

정보 기술 치중MBA, 인디아

호텔 경영치중MBA, 중국

Andrea Marotta ’18
요리 영양, 파나마

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ESL)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ESL 학생들은ESL 수업을 수강하면서

Victor와Andrea는 둘 다

동시에 학부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덴버나

존슨앤웨일즈 대학교에서

샬롯 캠퍼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지역의 집중 영어

만난 학생들, 훌륭한 교수진,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도시와 학업기회들을 즐깁니다.

3 단계의 ESL이 제공됩니다: 초급, 중급, 상급.
프로그램을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상급반으로 배정될 경우 최소한의 ESL 등록기간은 3개월(
한 학기)입니다.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배치고사를 치르며
그 결과에 따라각 학생에게 필요한ESL 등록 기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반 배정을 위해JWU 배치고사 대신 TOEFL 이나
IELTS 점수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전공으로서
Victor의 졸업 후목표는 그의
모국인 온두라스에서 커피를
수출하고 수력전기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ndrea는
과수원을 열어서 미래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산하는 방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미치기 위해

ESL을 이수하고 정규 학업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학부

그녀의 요리 영양학 학위를

학생들은 상급 레벨에서C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할 것입니다.

대학원학생들은 상급반에서B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Remya는 존슨앤웨일즈 대학교에

Chang은 명성 있는MBA

Roxy가 JWU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학하는 것에 대해 두번생각하지

프로그램과 학교의 위치 때문에

것은 친절한 사람들, 유익한

않았습니다.그녀는 이곳의

JWU를 선택했습니다. 로드

수업들, 학생 단체들과캠퍼스

교수님들은 매우 풍부한 경험을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안팎의 여러 기회들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매우 살기 좋은 곳입니다.

JWU는 직업분야에 치중된

이곳에서의 나의 경험이 내 사업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경험으로 나의 커리어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존슨앤웨일즈에 대해 그녀가 제일

참여하고 관계를맺고 준비하도록

것을 알고 있습니다. JWU 에 대해

좋아 하는 것은 이곳에서 그녀가

도와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Remya가 가장좋아하는 것은

만난 전세계 출신 학급 동료들과

그녀는 학생자치 위원회(Student

많은 힘이 되어주는 직원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나는 다양한 문화에

Government Association)

국제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해 배웠고 잊을 수 없는추억을

위원이며 글로벌 시민 프로그램

언제나 누군가가 도와 줍니다.라고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Global Citizen Program)의

Remya는 말합니다. 학업 외에도

그녀는 졸업 후에 호텔 산업에서

회장이며 특별이벤트 동아리

Remya는 교내 인디언학생회

커리어를 추구할 것입니다.

(Special Event Society)의

(Indian Student Association)의

멤버입니다. Roxy는 졸업 후에

멤버입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이벤트
산업에서 직장을 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입학심사

학부입학필수요건
국가 ㅣ 자격 ㅣ 필수
중국

상급 중등학교 졸업 증명: 평균 74%
인도네시아
SMU3: GPA of 6
네팔
졸업장과 고등학교 이수증서(School Leaving Certificate and
Higher Secondary Certificate): 45% average overall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 (고등학교 증서): 70% average or 5.5 or
less rank (Mi)
대만
고등학교 졸업 증명: 평균 68%
터키
Lise Diplomasi: GPA of 3 of Orta 55%
베트남
Bang Tot Nghiep Trung Hoc Pho Thing (중등학교 이수 졸업증서
- Diploma of Completion of Secondary School): GPA of 6
캐리비안 중등학교 증서CARIBBEAN SECONDARY EDUCATION
CERTIFICATE (CSEC)
FOUR GENERAL PROFICIENCY (4부분 전체 숙달) GRADE III 이상
WEST AFRICAN EXAMINATIONS COUNCIL (WAEC)
고등학교 성적증명: 최소 6과목 6 이하(MINIMUM 6 SUBJECTS WITH
6 OR LOWER)

이러한 필수 요건은 JWU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프로그램(생물학, 보건학, 심리학 기타)에는
특성화된 입학 필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학원 입학 필수 요건
G MAT/G RE
카테고리 ㅣ 성적

2017–18
등록금과 납부금
Johnson & Wales University 는 학사 및 학업 성적에 따라서 $3,000$15,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최장 4년간 연장 가능하며 입학 원서를 검토하여 수령자격을 결정합니다. GPA 성적,
가정 형편 및 학생 활동을 고려합니 다.
장학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JWU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MBA (일반, 호텔경영, 회계); MS (금융, 인적 자원 관리, 상담): 2.85
MBA (정보 기술)와MS (정보 보안/인증): 인증받은 단과대학/종
합대학에서 최소GPA 3.00/4.00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엔지니어링 또는 정보 기술 학사 학위

영어 필수
시험 ㅣ 점수
토플— i BT - 75* (학부학생) | 80* (대학원학생)
IELT S - 6.0* (학부학생) | 6.5* (대학원학생)
PT E Ac ademi c (Pearson T est of Engl i sh) — 53*
ELS Level 112 — 성적표

*존슨앤웨일즈 대학교는 권장 부분 점수(recommended subscores)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jwuint@admissions.jwu.edu.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학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됨
GCSE, Singapore, CIE IGCSE/O Levels: 영어에서C 이상의 점 수
국제 대학입학자격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 영어
SL/HL에서 4점 이상(Syllabus A)

학부 프로그램

MBA/MS 프로그램

등록금과 기타 납부금: $31,158 또는

등록금과 기타 요금: $12,312또는

이것은 안내용 정보일 뿐입니다. JWU는 별도의 고지 없이 필수 요건을 변경

말레이지아SPM (Malaysia SPM): 1119영어에서C6 이상 캐리비안
중등학교 증서Caribbean Secondary Education

$32,358

$13,512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JWUINT@

Certificate (CSEC): 영어에서IIII의 성적

기숙사: $9,474* 식사 플랜: $4,335* 기타

캠퍼스 밖에서 살 경우 생활비:

GCSE, 싱가포르 SINGAPORE O LEVELS, CIE IGCSE/O LEVELS: 최소 5과목에서
최소 세개의 C 를 받고

ADMISSIONS.JWU.EDU로 연락하십시오.

생활비: $1,500 학생
의료보험: $1,824

다음 단계

합계: $48,291-$49,491 ***

1.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학생 의료보험: $1,824
합계: $27,705또는 $28,905***
대학원 학생 등록금은 매해 6개 과목 수업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학원 학생들은 학
기당 2개의 수업을 수강할 경우 풀타임으로 간주합니다.

2. 모든 필수 서류들을 다음으로 이메일 하십시오.
jwuint@admissions.jwu.edu

$12,069** 기타 생활비: $1,500

졸업 증명 서류 필요
• 모든 중등 이후 (post-secondary)프로그램 성적표

학부 증명 서류 필요

• 여권 사본

• 고등학교 성적표

• 추천서

• 중등과정 후 성적표 (해당될 경우)

• 학업계획서

• 여권 사본

• 이력서

• 6개월간의 학비를보여 주는 은행 문서

• 6개월간의 학비를 보여 주는 은행 문서

• JWU Financial Declaration Graduate Form

• JWU Financial Declaration Graduate Form

학부 필수 선수강 과목: 과목당 $918
Providence 추가 온라인 요금: 수업당 $116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11주간 학기당 등록금: $6,883
* 매해 합계액은 기숙사와 식사 플랜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9개월간의 학기 동안 기숙사/렌트비, 식비와 교통비 평균 액수
*** 프로비던스 캠퍼스에서 소요되는 전체 액수가 더 높은 것은 $1,200 의 국제 학생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jwuint@admissions.jwu.edu • (401) 598-1074
jwu.edu/future-students/international • 8 Abbott Park Place, Providence, RI
02903

Apply Now
apply.jwu.edu/

Facebook
facebook.com/
jwuinternational

Weibo
weibo.com/
jwuinternational

Line
Username:
JWU 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