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록 우리의 대륙들이 수 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교육으로 
인해 세계는 글로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레곤대학은 

여러분이 모국이나 해외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레곤대학(UO)의 국제 학생이 되면 여러분은 미국 및 전세계 95
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나란히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캠퍼스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누고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관습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269개의 광범위한 학문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학생협회 및 다양한 문화 및 국가를 기념하는 여러 
기구를 포함한 250여개의 학생 조직이 있는 UO에서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UO는 문화적 다양성 및 글로벌 학습을 포용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에 자신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문적 순위
오레곤대학은 강력한 학문적 프로그램, 통합 교육 및 글로벌 책임 
의식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 국립 대학 중 상위 8%에 해당(2012년 미국 뉴스 및 세계 보고서)

• 미국 100대 최고 연구 대학으로 선정 (2012년 포브스 매거진)

• 교육대학: 미국의 모든 공립 교육대학원 중 제2위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제3위(2013년 U.S. 뉴스 및 세계 보고서)

• 미국 상위 20대 건축 학교로 선정(2013년 디자인인텔리전스)

• 시에라 매거진의 2012년 가장 환경친화적인 학교 목록에서 13위 
기록

EUGENE(유진) 소개
UO는 오레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유진에 위치합니다. 
이 도시는 예술 및 야외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유진은 한 시간 
거리 내에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동쪽에는 캐스케이드산맥의 
스키장이 있으며 기타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캠퍼스로부터 
도보 거리 내에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남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유진은 최고 공연자 및 예술가들을 꾸준하게 유치합니다. 

기후가 온화하여 연중 대부분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용이합니다. 
admissions.uoregon.edu/original

주거지 옵션
대학 주거지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의 기숙사 또는 인근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으며, 수업 및 친구 가까이 사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캠퍼스내 기숙사의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속히 
캠퍼스내 기숙사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ousing.uoregon.edu

UO에서의 안전

UO 경찰서(UOPD)는 캠퍼스 및 주변 지역을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으로 만들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콜박스를 통해 UOPD에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캠퍼스 전체의 비상, 건물 접근 및 캠퍼스 순찰을 위한 첨단 
안전 조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유진은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안전하고 우호적인 
타운입니다. safetyweb.uoregon.edu

국제 학생의 2013–14년도 비용

수업료.......................................................................................................................$30,048

주거비 및 식대 .............................................................................................$12,981

건강보험 ...................................................................................................................$1,170

총비용.......................................................................................................................$44,199

장학금
국제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재정 지원의 훌륭한 원천이며, UO
에서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장학금에 대한 마감일, 신청서 
및 상세 정보는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admissions.uoregon.edu/intlscholarships

장학금 마감일
일반 대학 장학금...................................................................................1월 15일

기회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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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 장학금...................................................................................1월 15일

국제 학장 우수상(IDEA) : 공적 중심의 부분 수업료 
장학금, 년 $6,000~$8,000, 학업 성적에 따라 갱신 가능. 
신청 불요.

국제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장학금: 
요구되는 문화적 봉사 요소에 대한 경쟁적 부분 수업료 
면제. 년 $9,000~$27,000에 이르는 30~40가지의 갱신 
가능한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재정적 요구 및 학업적 공로 장학금: 재정적 요구 및 
학업적 공로를 증명하는 국제학생들에게 매년 수여되는 
15~20가지의 장학금.

근로 학업 장학금: 재정적 요구를 증명하는 국제학생에게 
매년 $500~$6,000에 이르는 80~100가지의 근로 학업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러한 장학금을 받으면 학년도 
중 캠퍼스에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입학 지원
UO 입학을 위해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 검토 받으십시오:

• 지원서 및 전형료: 국제 학생 입학 지원서 및 전형료는 admissions.
uoregon.edu/international/apply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학업 증명: 재학했던 모든 중등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공식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공식 사본은 귀하의 학교 또는 
대학이 직접 발행하여 밀봉 봉투에 넣어야 하며 기관의 공식 
스탬프 또는 인장이 찍혀 있고 담당 관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언어로 
된 사본과 인증 번역자가 밀봉한 봉투에 넣은 인증된 번역을 
제공해 주십시오. 성적증명서의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는 
수락되지 않습니다.

• 영어 능숙도 점수: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TOEFL) .................................................500
    인터넷 기반 TOEFL ...........................................................................................61
  국제 영어 
    시험 시스템 (IELTS) .........................................................................................6.0

 영어 능숙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 입학이 가능합니다. 
 admissions.uoregon.edu/conditional
• SAT 및 ACT 점수: School of Architecture and Allied Arts 또는 Robert 

Donald Clark Honors College에 지원하지 않는 한, SAT 또는 ACT 
점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별 교육 필요 인증서 및 추천서 학문적 성과가 정상 참작이 
가능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동봉해 
주십시오.

중요한 지원 마감일
2014년 가을
국제학생 신입생 .....................................................................................1월 15일
모든 편입생 ...................................................................................... 5월 15일
2015년 겨울
모든 신입생 및 편입생 ......................................................10월 15일
2015년 봄
모든 신입생 및 편입생 .............................................................2월 1일
2015년 여름
모든 신입생 및 편입생 .............................................................3월 1일

일부 학업 프로그램은 특정 마감일 및 별도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admissions.uoregon.edu/deptdeadlines

연락처 정보
우편 주소: 사무국
 217 University of Oregon
 Eugene OR 97403-1217
 USA
전화 번호: +1 541-346-3201
이메일 주소: uoglobal@uoregon.edu
웹사이트: admissions.uoregon.edu/international

오레곤대학은 평등 기회, 차별 시정 조치 기관으로서 문화적 다양성 및 미국장애인법 준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간행물은 요청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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