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versity of Kansas
캔사스 대학교 미리 보기
환영합니다.
캔사스 대학교(KU)는 1920년대부터 전세계의 학생들을 받아왔습니다. KU는 우수한 학술 프로그램, 아름다운 숲이
있는 캠퍼스, 그리고 흥미로운 다양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KU의 학생 수는
약 2,100명 의 국제 학생을 포함하여 27,000명이 넘으며, 2,600명의 교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KU
웹사이트 ku.edu 를 방문해 보십시오.

왜 KU인가?
•
•
•
•

KU는 일류 학술, 따뜻한 분위기, 우수한 스포츠 팀들, 그리고 열정적인 교풍이 있습니다.
KU의 교육은 탁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음악과 예술로 명성이 높은 미국 최고의 대학 타운인 캔사스 주 로렌스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휼륭한 KU의 일원으로서 멋진 대학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업
•
•
•

일류 종합 교육 및 연구 기관인 KU는 200여개의 학부과정 선택 및 345개 이상의 전공을 제공합니다.
KU는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KU는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북중부 대학 및 학교 협회) 의 공인을 받은
학교이며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미국 대학 협회)의 회원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국제 학생 및 학자 서비스)
•
•
•

국제 학생들에게는 각 학기 초에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험이 많은 교직원들이 국제 학생들에게 입국 자문, 이문화 카운셀링, 그리고 개인적인 지원을제공합니다.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국제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 간에 우정과 이해가 증진되는 활동들과 행사들을
주최합니다.

위치
•

•
•
•
•

교내 주택
•
•
•
•

캔사스 주 로렌스(인구 9만명)는 미주리 주 캔사스
시티에서 약 63km 떨어져 있으며 캔사스 주도인
토피카에서 동쪽으로 32km 떨어져 있습니다.
로렌스는 친근한 분위기의 작은 도시입니다. 생계비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KU는 캔사스 시티 국제공항(MCI)에서 약 90 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편리합니다.
흥미로운 도심 쇼핑 구역은 캠퍼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캔사스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게 4계절이 뚜렷합니다.
가을은 따뜻하고(14 °C), 봄은 포근하며(14 °C), 여름은
덥고(25 °C), 겨울은 춥습니다(0 °C).

안전하고 편리한 교내 주택에는 9개의 레지던스 홀, 12개의 스칼러십 홀, 그리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지던스 홀은 식사 플랜, 세탁실, 컴퓨터 서비스 및 사교 활동을 제공합니다.
교내 주택은 학교 휴무 중에도 제공됩니다.
캠퍼스 주변에 교외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 생활 및 캠퍼스 활동
•
•
•
•

KU는 다양한 학술, 직업 및 사교 과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600개 이상의 학생 클럽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U의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국제학생회)와 30개가 넘는 학생 국적별 클럽 및 문화 그룹들이
연중 특별한 행사와 활동들을 주최합니다.
Student Health Center(학교 보건소)에는 숙련된 의료진, 클리닉, 약국 및 카운셀링 센터가 있습니다.
Ambler Student Recreation Fitness Center(앰블러 학생 레크리에이션 건강 센터)의 우수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다양한 건강 증진 및 교내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KU 연락처
International Recruitment
& Undergraduate Admissions
irua.ku.edu
i-recruit@ku.edu

Office of Graduate Studies
graduate.ku.edu
graduate@ku.edu

Intensive English Program
Applied English Center
aec.ku.edu
aec@ku.edu

KU Academic Accelerator Program
internationalku.com
admissions@internationalk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