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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는 이러한 취지에서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International	Academy)를	신설하여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최고의	학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아카데미는	고교	졸업생,	
학부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4종류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교과정과	강의는	USC	교수진이	
담당하고	USC의	입학	전문가들이	지원합니다.

»	예비 석사 프로그램 (P-M):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학부	
졸업생으로서	TOEFL	또는	IELTS를	치르지	않거나,	GRE	
나	GMAT시험에	응시하기	전	USC	석사	학과로부터	조건부	
입학허가	(Conditional	Admission)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과정입니다.

»	학부 준비 프로그램 (UP):	외국	출신의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최고의	TOEFL/IELTS	및	SAT	
준비	교육을	제공하며,	USC	입학	전문가들의	상담	지원	및	
교육을	통해	USC는	물론,	미국의	명문	대학	입학을	대비하는	
특수	과정입니다.

»	석사 준비 프로그램 (MP):	예비	석사	프로그램	(P-M)의	
준비	과정과	학사	준비	프로그램	(UP)	과정을	적절히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부	졸업생은	TOEFL/
IELTS	및	GRE/GMAT시험에서	고득점을	거두어	미국	상위	
수준의	석사	프로그램	입학은	물론	학업의	성공적	수료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	집중 영어 프로그램 (IE):	학습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개인	
맞춤형	과정으로서	연중	6회의	개강일을	제공합니다.

본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미국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학생은	USC의	우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통력과	포괄적	지식을	갖추게	
되며,	이	능력과	경험은	USC	또는	타	대학에서	학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데	견고한	자원과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엘리트 교육, 맞춤형 교육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는	세계	유수의	연구중심	사립대학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최고	수준의	학생과	교수진을	보유한	명문	대학입니다.	USC는	지난	수년	간	해외	유학생	재학율	
선두	자리를	지켜오며,	환태평양	지역의	최우수	대학들로	구성된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의	창립	멤버	대학입니다.	USC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난국을	내일의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혁신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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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높은 교수진, 혁신적인 연구
USC의	교수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와	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학술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USC	교수들은	노벨상,	
National	Medal	of	Arts,	National	Humanities	
Medal,	National	Medal	of	Science,	National	Medal	
of	Technology,		MacArthur	Fellowship등의	수상과	
아울러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The	Institute	of	Medicine	
등	각	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학회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USC	학자들은,	미	연방정부	출연	최고	연구소를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개발센터	등을	통해	학문	진보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USC교수들은	특히	혁신연구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USC교수들의	연구활동과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HIV	및	인플루엔자	A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약	개발
•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	체계	및	기타	인터넷	
프로토콜	발명

•	위협	인지	및	국소화에	필요한	스마트	센서	개발
•	집단	학살	생존자의	증언물	보존
•	맹인을	위한	시력	복원용	인공	삽입보조기	개발
•	화학반응	연구에	필수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핵심	원칙	
연구

 USC의 국제적 영향력
•	미국에서	가장	높은	해외	유학생	재학율
•	전	세계	30여	만	명의	동문들로	구축된	최대	수준의	동문	
네트워크

•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의	
공동	창설	멤버

•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생	발굴	및	유치,	파트너십	체결,	
교류활동	등을	위하여	세계	주요	도시에	국제대표부	설립	
(서울,	베이징,	홍콩,	멕시코	시티,	뭄바이,	상파울루,	
상하이,	타이페이)

•	전세계	75개	이상의	USC	동문회:	서울,	방콕,	베이징,	
두바이,	홍콩,	이스탄불,	자카르타,	멕시코	시티,	파리,		
펄	리버	델타,	사우디	아라비아,	상파울루,	상하이,	
타이페이,	도쿄	등.

최고의 대학, 최상의 혜택
예술,	테크놀로지,	국제무역	등	다분야의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USC는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사립대학으로서,	첨단	지식과	예술	그리고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대학교입니다.	학생은	세계의	역사와	
흐름을	다각적	시각에서	보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USC학자,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눈에	보는	USC	

1880   설립연도

로스엔젤레스   소재 도시

18,000   학부 재학생 수

22,000   대학원 재학생 수

7,889   해외 유학생 수

9:1   학생 대 교수 비율

300,000+   전 세계 트로잔 동문 수

300+   전공 수

37억 달러   연간 예산

학생	수는	500명기준으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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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의 학과

USC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과가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academics.usc.edu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	예술	및	과학	
회계학	
건축학	
미술	및	디자인	
비즈니스	
영화	예술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무용	
치의학	
연극학
교육학	
공학
노인학	
법학	
의학	
음악	
작업	치료학	
약학	
물리	치료
공공정책학
사회	복지학

 트로잔 네트워크 
30만명	이상의	USC	동문은	전	세계에	걸쳐	각	지역과	각	
분야에서	친밀하면서	상호	조력하는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USC	졸업생은	트로잔	패밀리의	
멤버로서,	비즈니스계의	최고경영자,	정부	각료,	헐리우드	
스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창조하고	
역사를	재조명하는	엘리트	인재	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졸업하는	날로부터,	USC	네트워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차례로,	당신도	졸업생으로서	다른	USC	
동문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Harvey	Mackay,	베스트셀러	“Dig	Your	Well	
Before	You’re	Thirsty”의	저자

각계의 유명 트로잔 동문 
NEIL ARMSTRONG, 
인류 역사상 달에 첫 착륙한 
우주비행사 
WANDA AUSTIN, 
THE AEROSPACE 
CORPORATION 사장 겸 
CEO
YANG HO CHO, 한진그룹 
회장 겸 CEO
CHENGYU FU, SINOPEC 
CORPORATION 회장 

FRANK GEHRY,  
PRITZKER  건축상 수상자 
(WALT DISNEY CONCERT 
HALL 건축)
BARRON HILTON, HILTON 
HOTELS 체인 공동 회장
MING HSIEH, COGENT, 
INC. 사장 겸 CEO 겸 회장
HAIFA REDA 
JAMALALLAIL, 
사우디 아라비아 EFFAT 
UNIVERSITY 총장

YOUNG-HOON KANG,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
RAY R. IRANI,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전 회장 겸 
CEO
GERALDINE KNATZ, 
PORT OF LOS ANGELES
전 대표이사

GEORGE LUCAS, 영화 
STAR WARS및INDIANA 
JONES의 프로듀서, 감독 및 
크리에이터
KEVIN TSUJIHARA, 
WARNER BROS. 
ENTERTAINMENT, CEO
ANDREW VITERBI, 
QUALCOMM 공동 창업자, 
VITERBI 알고리즘 창시자
WILLIAM WANG, VIZIO
창업자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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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상자:	
영어 집중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영어실력을	향상하기	원하는	자
□	융통성있는	개강	날짜가	필요한자
□	본	아카데미의	준비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혹은	기타	

목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원하는	자

학업	분야:
•	학업,	문학이나	연구를	위한	독해
•	에세이	작문
•	말하기
•	어휘
•	발음
•	듣기
•	발표	및	토론
•	학업수행	능력

집중	영어	준비	프로그램	입학	요건:
□	등록일	기준	17세이상	
□	F	1	visa	학생	비자	소지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서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줌)

» 소규모, 상호적 수업의 혜택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	편성되어	있는	집중	영어	프로그램	
코스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목표에	맞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학급	당	평균	15명)	정원에,	대화형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	전원이	적극	참여하고	협업하여	
배움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영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관심분야에 맞는 선택과목 수강과 어학실습실 이용권
학생은	매	학기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매주	
어학실습실에서	진행되는	어학연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사진과	학생이	주도하는	어학실습실은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이	영어	연습,	예습,	자습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간입니다.	학생은	또한	보충	영어	수업을	비롯하여	USC	
학생들과	대화,	언어	교환	등	다량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원들의 지원
학업,	이민,	학생	전문	상담원들로	구성된	USC	상담팀은	
미국에서의	학업과	문화	적응,	학업적	성취	등에	관해	
개별적으로	친절한	상담을	지원해	줍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
집중	영어	프로그램	(IE)은	학생의	개인적인,	혹은	직업과	관련한	전문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은	1년에	6회의	개강일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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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FL 이나 IELTS를 치르지 않거나, GRE 나 GMAT을 
보기 전 USC의 엘리트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석사	프로그램은	TOEFL/
IELTS	및	GRE/GMAT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예비	
석사	프로그램	(P-M)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해당	GRE/
GMAT	점수를	취득하면	USC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험 준비를 통해 GRE/GMAT 고득점 획득 
최고의	강사진이	검증된	방식으로	지도하는	집중	GRE/
GMAT	시험	준비	과정은	효과적인	시험	준비	전략과	실전	
연습	등	모든	항목에	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학위	과정에	필요한	입학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학생의	첫	번째	시험	응시료를	
부담합니다.

» 석사학위 학과 교수의 학업 조언
USC	지도교수	(Faculty	Advisor)는	학생의	학업	목표를	
설계하고,	학문적	포부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지도교수와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학위취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성공적 학업 달성을 위한 학습 능력 배양 
대학원	진학은	흥미로우면서	힘든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비	
석사	과정은	학생이	미국	대학	문화에	적응하고	학문적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학문교재를	읽고	
이해하며,	작문,	말하기	등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키워	원활한	
대학원	과정	진학을	도와줍니다.		
수업	과정은	2트랙으로	나뉘어,	일반적	독해,	작문	등을	
배우면서	전공과	관련된	주제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예비 석사 프로그램
USC에서	석사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비	석사	프로그램	(P-M)은	영어실력	및	학업	능력,	시험	성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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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

석사	프로그램예비	석사	프로그램APPLY

지원	후	입학	심사에	3-4주가	소요됩니다.
»	입학허가를	받으면	학생이	결정을	합니다.
»	입학허가를	못	받은	경우,	석사	준비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석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유학생은	USC의	
비즈니스,	공학,	컴퓨터과학,	의학,	건축학	등	50개	이상의	
최상위권에	드는	다양한	석사	과정의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nternational.usc.edu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이	TOEFL/IELTS를	치르지	않은	경우	USC의	국제대표부에서	Academy	English	Proficiency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영어	수준에	따라		1-2	학기	예비	석사	프로그램을	이수

□	온라인	지원서	작성
□	보완	서류	업로드
□	지원료	납부
□	영어	시험	점수	제출	(해당	시)

수시로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예비 석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USC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려는	자
□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	TOEFL,	IELTS,	GRE,	GMAT를	치르지	않은	자		

(혹은	USC의	입학	요건	점수에	미치지	못한	자)

학업	분야:
•	GRE/GMAT	시험	준비
•	대학원	학업에	필요한	작문
•	대학원	학업에	필요한	듣기	및	말하기
•	대학원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	학업에	필요한	읽기	및	어휘력	증대
•	대학원	수준의	연구	방법

예비	석사	프로그램	입학	요건:
□	출신	국가의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4년제	미국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사	학위	소지
□	4.0의	미국	학업평가	등급에서	3.0	GPA*
□	중상위	수준의	영어	실력**	

(TOEFL	iBT	61	/	IELTS	5.5	또는	TOEFL	iBT	75	
/	IELTS	6,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입학에	필요한	최소점수를	받더라도	USC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TOEFL	또는	IELTS를	치르지	않은	경우,	
국제대표부에서	International	Academy	영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여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석사	준비	프로그램	이전에	
영어	과정이나	또는	게이트웨이	학기를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USC	석사	프로그램	진학	요건:	
□	본	아카데미의	과정에서	“C”	이하의	학점이	없고	최소	

평균	“B”	학점	유지
□	GRE/GMAT	시험	준비	과정을	마친	후,	대학원	

프로그램	입학	요건에	필요한	최소	점수	취득



» USC 입학 전문가들의 조언 및 상담
학부	준비	프로그램의	학생은	USC의	입학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입시	조언을	비롯하여	응시	요령	등을	배워	
철저한	대학	지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대학의	선택,	지원	방법	등	입학에	관해	
총괄적	지원을	해	줍니다.

» 12학점까지의 학부 학점 이수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학사	과정에	옮길	수	있는	학점을	사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	과목은	USC를	비롯하여	
USC	협력	대학의	필수	이수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 교육을 통한 TOEFL/IELTS와 SAT점수 향상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은,	매주	개개인의	목표	점수	성취를	
위해	학업능력	배양과	더불어	어휘력,	읽기,	쓰기,	말하기	연습	
등	완벽한	시험	준비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학생의	첫	회	시험	응시료를	부담합니다.

»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교육과 학문적, 문화적 지원 혜택
학부	준비	과정은	학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미국	
대학	수준의	과목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부 준비 프로그램
학부	준비	프로그램	(UP)을	통해	학생은	USC	또는	미국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아카데미에서의	학업지원과	시험준비	과정을	거쳐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UP

프로그램	대상자:
학부 준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교	졸업생
□	미국대학의	학사학위를	원하는	자
□	TOEFL/IELTS	및	SAT	고득점	희망자
□	대학	입학과정과	학사학위	준비를	위해	언어와	학문적,	

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자

학업	분야:
•	TOEFL/IELTS	&	SAT	시험	준비
•	학부	학업에	필요한	작문과	문법
•	학부	학업에	필요한	듣기	및	말하기
•	대학	사회와	비교문화
•	대학	지원에	필요한	학습	능력,	연구와	소통	능력	배양	
•	+	USC	학점	이수

학부	준비	프로그램	입학	요건:
□	고교	졸업	혹은	최소	5학기	이상의	고교	과정	이수
□	중상위	수준의	영어	실력*	

(TOEFL	iBT	70	/	IELTS	6)	

		*	TOEFL	또는	IELTS를	치르지	않은	경우,	
국제대표부에서	International	Academy	영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여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부	준비	프로그램	이전에	
영어	과정이나	또는	게이트웨이	학기를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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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상자:
석사  준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미국에서	대학원	수학을		원하는	자
□	TOEFL,	IELTS,	GRE,	GMAT를	치르지	않은	자	

(혹은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입학	요건	점수에	미치지	
못한	자)

학업	분야:
예비	석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과정(7쪽	참조)과	함께	
TOEFL혹은	IELTS시험	준비가	더해짐

석사	준비	프로그램	입학	요건:*
□	출신	국가의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4년제	미국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사	학위	소지
□	중상위수준의	영어	능력**
	 (TOEFL	iBT	61	/	IELTS	5.5)

	 *	입학에	필요한	최소점수를	받더라도	USC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TOEFL	또는	IELTS를	치르지	않은	경우,	
국제대표부에서	International	Academy	영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여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석사	준비	프로그램	이전에	
영어	과정이나	또는	게이트웨이	학기를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TOEFL 및 GRE/GMAT 최고 점수 확보
최고의	강사진이	검증된	방식으로	지도하는	집중	TOEFL/
IELTS	및	GRE/GMAT	시험	준비	과정은	효과적인	시험	
준비	전략과	실전	연습	등을	심도있게	교육하여	석사	입시에	
필요한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	시험	응시료를	부담합니다.

» USC 입학 상담원의 포괄적 지원
USC	입학상담원은	학생의	미국대학원	지원,	편입을	돕기	
위해	교육	목표를	설계하고	학문적	열망을	자각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합니다.	입학지원서	작성에서부터	시험	준비,	일정	
계획,	자기소개서	및	에세이	작성,	인터뷰	요령까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석사 준비 프로그램
석사	준비	프로그램	(MP)은	철저한	시험	준비	수업과	대학	학습에	필요한	전문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USC	입학	상담원으로부터	전문적	교육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미국	대학원의	성공적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터득한	고수준의	영어	실력,	입시	고득점,	향상된	학문적,	비판적	사고력,	연구	능력	
등은	대학원	지원	시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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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도시
•	USC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최대의	고용력을	가진	
사립기관입니다.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이며,	로스엔젤레스	시는	미국의	제	2대	도시입니다.	
로스엔젤레스	광역에	1,30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다양성이	가장	높은	카운티	중	하나인	
로스엔젤레스에는	140여	개의	나라,	224개의	언어	그리고	
600여	개의	종교	그룹으로	구성된	3백만	명	이상의	이민족	
거주자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로스엔젤레스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은	미국	최초의	혼합	도시입니다.

•	로스엔젤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	작가,	영화	
제작자,	연기자,	무용가,	음악가	등이	거주,	활동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	로스엔젤레스에는	미국	최다인	61개의	박물관과	1,000여	
개의	예술	공연	단체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로스엔젤레스는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중	292일이	
맑습니다.

•	로스엔젤레스	지역에는	76마일에	달하는	해안이	있고,		
4개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천	마일의	자연	
탐방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동양과 서양의 가교
미국	서부에	위치한	로스엔젤레스는	혁신과	창조,	산업,	문화	등	다분야의	세계적	중심	도시입니다.		
이	“천사들의	도시”에는	활기찬	비즈니스	환경과	더불어	다양성과	독특함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기에	최적한	도시입니다.	USC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최대의	고용력을	자랑하고	있는	사립기관으로서	
이	지역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뒤에는	USC의	우수한	학과와	졸업생들이	있으며,	USC는	선도적	
도시로	거듭난	로스엔젤레스	지역에	오늘도	아낌없는	재능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국제적인	관문,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위치한	USC는	세계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당당한	주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캠퍼스 생활
흥미진진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USC	캠퍼스에서	학생은	
전통적	미국	대학생활의	신비로움과	평화로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학생은	캠퍼스	
생활을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USC에서의	
생활은	잊을	수	없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개의	도서관,	컴퓨터실	(일부는	24/7	운영),	공원,	
피트니스	센터,	올림픽	수영장,	레스토랑,	카페	

•	의료와	건강상담,	건강	증진	서비스를	위한	학생	보건	센터
•	학문,	직업,	사회,	예술	및	영적	관심과	관련된	850여개의	
학생	단체

•	스포츠	행사,	강연,	컨퍼런스,	예술	공연,	영화	상영	등

 숙박시설
USC에서	수학하는	동안	학생은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	거주하게	됩니다.	캠퍼스	내	기숙사,	사설	아파트	또는	
홈스테이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거	옵션은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선별한	
것입니다.	숙박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international.usc.edu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지원 서비스
로스엔젤레스와	USC에서의	생활	적응을	위해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는	다양한	복지,	건강,	교통,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편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보험	
•	공항	수송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공식	USC	신분증	및	이메일	주소	발급
•	최첨단	캠퍼스	시설	이용:	레크레이션	시설,	은행,	의료시설,	
식당,	컴퓨터실		및	도서관	

•	대중	교통	및	문화	활동	요금할인

학생 중심의 역동적인 환경

12	 당신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성공의	날개를	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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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입학	
지원	절차

	 	 본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각각의	입학	지원	절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온라인	지원서	작성

 2.	 지원	서류	준비

 3.	 지원료	납부

	 	 각	프로그램별	자세한	입학	지원	
절차는	웹	사이트:	international.
usc.edu를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문의	사항은	이메일	주소		
<info-international@usc.
edu>	로	연락하십시오.



USC International Academy
University Park Campus
Los Angeles, California
213.740.0080 • international.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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