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

MK Way Academic
English Program
지원 방법
MK Way 프로그램 지원 방법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 지원 방법과 모두 동일합니다.
필수 제출
- 온라인 지원서 (원서료 $80)
- 영문 자기소개서 (A4 1-2장, 온라인 지원 시 첨부)
-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
- 공인영어점수 (TOEFL, IELTS, SAT, ACT 또는 Versant 중 택1)
선택 서류 (지원자의 G넘버, 영문 이름 기재)
- 영문추천서
- 생활기록부 번역

Contact Information
askmk@gmu.edu
032-626-5021
010-9103-6001

40분

서울과
거리 위치

GMU Korea
masonkorea.gmu.edu

600명

이상의 재학생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4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G405호 (우)21985

20여 개국

출신의 다양한 학생들

미국 캠퍼스와

동일한 학위 제공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MK Way Program(조건부 입학 프로그램) 소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진학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조건부 입학 전형인 MK Way 프로그램은

MK Way 3개 과목에서 모두 B-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만이

고등학교 또는 전적 대학(편입) 성적이 합격 수준이지만, 영어에

PPP 커리큘럼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성적 기준을

대한 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써,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는 PPP 커리큘럼 입학에 필요한 공인영어성적이

한학기 동안 미국 대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집중적인 영어 수업이

요구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TOEFL IBT 69점 이상, IELTS 6.0 이상

진행됩니다. MK Way 프로그램 합격생들은 한국 및 미국 입학처의

또는 Versant 52점 이상(각 시험별 과목 당 최저 점수 충족 필요)의

심층적인 심사 과정 이후 합격여부가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영어점수를 제출하면 PPP 프로그램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입학 조건

커리큘럼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 심사 기준에 상응하는

MK Way 학생들은 다음의 3가지 수업을 1학기 동안

고등학교 내신 성적 취득 학생

이수하며, 괄호 안의 시간은 해당 수업의 1주 동안 총 수업

- 제출한 영어성적이 Direct 또는 PPP기준에 미치지

Why GMU Korea?

못하는 학생
AE 040 : Level 4 Core (10 시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미국 본교의 분교 형태가 아닌 확장형 캠퍼스로서 미국 본교와
동일한 졸업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운영하는

학술 목적의 독해 및 작문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학술 및
정보전달 목적의 글을 읽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암기력,

수업 시간표

그리고 구체적/추상적인 주제의 다양한 논문을 작성하는

세계 순위권의 교육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CEFR(Common European
Mon-Fri

Core Class
(10 hours)

10:10 - 12:00

Mon, Wed, Thu

Oral Comm Skills
Class (6 hours)

13:30 - 14:20

Tue, Fri

Business English
(2 hours)

15:10 - 17:00

미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1972년 개교 이래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큰 주립대학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교에 위치하며 월드뱅크, 스미스소니언 협회, 각국의

Framework of Reference) B1 + 레벨에서는 어휘와 문법을
다룹니다. 비 영어 원어민들의 중급 수준 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설계된 수업입니다.

대사관 등 국내외 주요기관 및 협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인턴십의

이수 시간입니다.

기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봄학기 시간표 참조

AE0 41 : Level 4 Oral Comm Skills (6 시간)
학술 및 교류 목적의 듣기와 말하기를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필기 작성법에서 부터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B1레벨 이상의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및 회화 능력, 기능, 어휘, 문법 및 발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이 아닌 학생들도 해당 과목을
통해 중고급 수준의 회화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AE 056 : Business English (2 시간)
기초 및 중고급 영어 학습자들이 경영 및 경제학의 핵심
개념을 배우면서 자신의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