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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 글로벌 커뮤니티
UCA의 외국 학생 유치·관리 담당 부서(Division of International Engagement)는 모든 대학의 국제교류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21세기의 다양한 지구촌 공동체 (global community)에서 일하며 살아가야할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UCA 캠퍼스와 Central Arkansas 지역에 다양한 그룹의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원합니다.

우리는 UCA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학생들이 지도자, 세계 시민,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ONWAY, ARKANSAS에 대하여
CNN Money는 최근에 Conway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중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Conway는 인구 6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이며 아칸소(Arkansas)주의 수도인 Little Rock에서 불과 25마일(운전해서 30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근처에 아름다운 Ozark mountains와 아칸소 강(Arkansas river)이 있습니다.

아칸소(Arkansas) 주는 전 미국대통령 Bill Clinton이 태어난 곳이며 세계적 회사인 월마트(Walmart)와 Acxiom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UCA 학생들은 강, 호수, 등산로 등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Conway는 멤피스, 
댈러스,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온스 같은 몇몇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타 지역(Out of State) 등록금 장학금 : 대학 내 기숙사나 대학 아파트에 사는 모든 외국 학생들은 아칸소(Arkansas) 주, 주민이 
아닌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out of state)을 아칸소주  거주 학생 등록금에 상응하는 액수로 전환되는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2019년 가을 기준, 15학점에 약 $3,400)

글로벌 시민 장학금 : UCA에 등록된 외국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수수료와 타 지역(Out of 
State)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장학금은 봄학기나 가을학기 기준으로, 학부 12학점 
또는 대학원 9학점 이내(2019년 가을 기준, 약 7,750달러)로 수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 위의 기준 학점에 추가하여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추가되는 학점에 대한 수업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장학금은 학점, 장학금 지원서(application essay), UCA에서의 지도력과 봉사 경력, 추천서 등을 참고로 하여 지급됩니다.

외국 유학생 mobility 장학금(ISMS) : 신입학 외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ISMS 수여자로 선정된 학부 또는 대학원 
학생들에게는 UCA에 등록하는 첫 학기에 $2,500가 지급됩니다.

외국 학생 유치·관리부



외국 학생들이 2학기(2019년 ~ 2020년) UCA 캠퍼스에서 생활할 때, 
예상되는 비용

아칸소주 거주 학생 등록금과 수수료 
타 지역 학생 등록금과 수수료
유학생 관리비
건강보험료
기숙사비와 식사비(방을 다른 학생과 같이 쓸 경우) 
책값(교재비) 

합계
타 지역 학생 등록금 장학금  

$13,211.00 
-$3,359.00

$13,211.00 
-$3,359.00

총 학기 비용 $9,852.00 $9,852.00

$4,507.00
$3,359.00

$250.00
$625.00

$3,870.00
$600.00             

$4,507.00
$3,359.00

$250.00
$625.00

$3,870.00
$600.00             

 가을 2019                 봄 2020

학부생 15학점 이수 기준

Estimated annual cost of attendance is $19,700.00
1

* 비용은 전년 대비 4% 인상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며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와 식사 관련 비용은 평균 비용이며 학생들의 이용 방법이나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 학생 지원부(The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는 외국 학생들과 연구원들(교환교수 
포함)에게 도움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 대학생활 안내, 정보, 이민 규정에 대한 
도움, 주거생활, 사회적 교육적 활동.

• UCA Housing은 11개의 기숙사 건물과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CA에는 5개의 생활하기 편한 단과 대학이 
있는데, 남녀 공학이며 주거와 수업을 함께하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연결해 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UCA 교수진과 
선배학생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센터(The Student Health Center)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들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UCA경찰서(The UCA Police Department)는 24
시간 동안 UCA 캠퍼스를 순찰하며 안전 서비스를 
제공 해 주는 28명의 경찰관과 9명의 안전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UCA를 왜 선택하는가? 
1907년에 설립된 UCA는 수준 높은 종합 주립대학으로, 
2018 U.S. News & World ranking이 선정한 남부지역의 
26개 우수 종합 주립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교의 학생 수는 대략 11,000명이며 그 중에는 세계 78
개국, 582명의 외국 학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약 17명이며 152개의 전공분야, 84개의 학부, 10
개의 학사 과정, 32개의 석사과정, 11개의 post석사과정, 7
개의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Engagement(IE, 외국 학생 유치·관리부)
는 외국 학생들의 모든 입학 과정을 안내해주며 유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Global Welcome”
이라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제공해 줍니다. 또한 외국 
학생들이 가능한 최고의 수업과 생활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행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Intensive Engl ish Program
Intensive English Program(IEP)은 학문적 성공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켜 줄 모든 스킬(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들을 연마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6단계 
프로그램입니다. 각 수업 기간(session)은 보통 학기 중(1
년, 1,2학기) 8주, 여름(계절학기)에 5주 입니다. IPE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학생들은 학위(degree) 취득을 위해 
학점을 따는(credit-bearing) 과정을 시작합니다. IEP를 
시작하거나 끝마치기 위해서 TOEFL, IELTS, SAT 또는 
ACT 성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UCAinternational UCAIE UCAIE

INTERNATIONAL ENGAGEMENT
McCastlain Hall 109 
201 Donaghey Avenue
Conway, Arkansas 72035 

(501) 450-3445 | international@uca.edu 
uca.edu/international

UCA International Eng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