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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많은 우수한 대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뉴저지대학은 
저렴한 학비로 적절하고 효과가 높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국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다양한 
기회와 함께 TCNJ보다 더 나으면서 
학비도 저렴한 대학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내 유수의 대학원 및 
고용주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는 
TCNJ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원 공부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합니다. 
 
학생들은 교수진과 함께 직접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TCNJ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실질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저희 학습과정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주변 
지역사회에 혜택이 되도록 직접 
활용해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과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턴쉽은 우리 학생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TCNJ 학생들은 
대학원 및 고용주가 높이 평가하는 
귀중한 자격을 취득하여, 그들이 
배운 것을 실생활 및 직업과 
지속적으로 연계시킵니다. 
 
학교 위치 
TCNJ의 위치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 안전한 교외 캠퍼스 및 인기 
많은 몇 개의 대도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60마일, 
필라델피아에서 35마일,  NJ, 
프린스턴에서 10마일, 뉴저지주의 
수도에서 5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까지 차로3시간 
30분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인턴쉽 
저희 학생의 80% 이상이 실제 체험을 
하고 관심 있는 직업 분야를 탐구하기 
위하여 인턴쉽 또는 실습과목에 
참가합니다 . 저희 직업 센터의 
지원으로, 이들 학생은 평균 2~3개의 
인턴쉽을 마칩니다. 
 
학부생 체험 멘토링(MUSE) 
거의 100명의 학부생이 매년 연구 
또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 50명의 교수진과 함께 
긴밀하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며, 분야를 
선도하는 교수진의 후원 아래, 과학적 
발견을 피어리뷰 학술지에 
발표합니다. 
 
 
 
 
 

        한눈에 보기 
• 6,200명의 학부생 
• 7개의 교육학교 
• 50개의 학부생 학위 프로그램 
• 24개의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 200개 이상의 학생 단체 
• 289여 에이커의 캠퍼스 면적 
• 39개동의 건물 
• 14개동의 기숙사 
• 20여 개의 컴퓨터 실험실 
• 콘서트홀 및 화랑 
• 학급당 평균 22명의 학생 
• 학생 대 교수 비율 13:1 

 
7개의 교육학교 
• 미술 및 커뮤니케이션 
• 비즈니스* 
• 교육 
• 엔지니어링** 
• 인문 사회과학 
• 간호, 건강, 운동 과학 
• 과학 

 
*AACSB 국제 승인 
**ABET 승인 프로그램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TCNJ는 미국 
북부지역에서 제1공립교육기관으로 평가되며, 
평가가 시작된 이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위 10대 지역 대학에서 두 개의 
공립학교 중 하나입니다. 

 

 

졸업 후 학생들이 가는 곳… 
 

상위 진학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College of New Jersey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상위 취업처 
PricewaterhouseCoopers 
Bank of America/Merrill Lynch 
Deloitte 
Ernst & Young 
Johnson & Johnson 
 

국제유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길 

뉴저지 대학은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국제 유학생들이 첫날부터  
하는 것  

 
첫날부터, 국제 유학생들은 학부생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글로벌 참여 센터 
iss.pages.tcnj.edu/ 
본 센터는 TCNJ에 다니는 국제 
유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해외 
학습, 국제 인턴쉽, 학술 연구 
프로젝트 및 교수진이 이끄는 여행 
계획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국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최근 
저희는 교환 숫자에서 상당한 증가, 즉, 
TCNJ에 다니는 많은 국제 유학생들 및 
저희 교수진과  전 세계 학자들 사이의 
무수한 협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련된 직원들은 학생들이 이민 
서류를 작성하는 데, 오리엔테이션 및 
주거 배정을 준비하는 데, 그리고 
그들이 학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올바른 과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글로벌 참여 센터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쉽에 관한 
문화의 밤 및 워크샵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주최합니다. 
 

제2언어로서의 영어를 위한 교육기관 
언어 및 미국 연구(ESLAS) 
esl.pages.tcnj.edu 
본 몰입 프로그램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미국 영어 및 문화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동안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규모 작업, 강의 및 
문화 프로그램을 혼합한 본 체험으로 
학생들은 TCNJ 또는 기타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서 성공하도록 준비합니다. 
 
 

게다가, 영화 상영 및 사교 모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부생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법을 즐겁게 연습하게 됩니다. 
저희는 영어 문법 및 구문론 규칙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필기 기법, 토론 
기법, 발표 및 작문 기법, 듣기 기법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확인 및 
해석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 일반 지원 
    www.commonapp.org 
• 표준 테스트 결과 
    (SAT 또는 ACT 시험 점수 선호)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TOEFL 
또는 IELTS 점수 필요* 

• 모든 성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확인된 사본, 외국 성적증명서는 
번역 및 공인 기관의 평가 필요 

• 신청 요금 
• 국제 학생 입학 소책자 

 
*최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대학의 ESLAS 기관에 대한 자격이 
있다면 지원자는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위 참조). 
 
 
 
 
 

 
신입생 
• 조기 결정—11월 15일 
• 가을 입학—2월 15일 
• 봄 입학—11월 1일 
• 7년 의료 및 검안 프로그램—12월 

1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날까지 반드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학생 
• 가을 입학—2월 15일 
• 봄 입학—11월 1일 
 
 
온라인을 이용한 미술 및 음악 과정 
지원자를 위한 추가 마감일. 
 
 

 
온라인으로 학교 정보 확인: 
admissions.pages.tcnj.edu 
방문하시려면: 
admissions.pages.tcnj.edu/visit을 
확인해 주십시오. 
 
Office of Admissions 
Attn: International Admissions 
P.O. Box 7718 
Ewing, NJ 08628-0718 
+1.609.771.2131 
tcnjinfo@tcnj.edu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Kevin C. Fay 
Assistant Director of Admissions 
(입학 담당 부책임자) 
+1.609.771.3213 
Kevin.Fay@tcnj.edu 

    

입학 요건         지원 마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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