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쿡 대학교
상위

2%
JCU 전 세계
대학 순위
(ARWU 2015)

개교 50년 미만의 전 세계
대학교 중에서 상위 50위
권에 진입한 JCU

발간한 자료 및 인용
건수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산호 연구 기관

(2016년 The Times Higer
Education(THE) 세계 대학교 순위)

(Scopus Bibliometric data
(Elsevier) 2010~2014)

제임스 쿡 대학교(James Cook University,
JCU)는 호주 열대 지방을 대표하는 일류
대학입니다. 우리 학교 캠퍼스는 두 나라에
있습니다. 두 곳은 열대 기후를 띤 퀸즐랜드
북부의 타운즈빌과 케언스에 있고, 한 곳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 내에 있습니다. 학생
수는 22,000여 명이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도 7,000명이 넘습니다.
JCU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광범위한 전공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
• 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
도와주는 실용적인 과목
• 프로젝트 및 현장 실습 기회 제공
• 연결된 학습 공간
• 강력한 학생 지원 네트워크
•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
• 친절하고 박식한 교직원
• 호주 내 여타 대도시보다 저렴한 생활비
• 바로 인근에 위치한 훌륭한 주말 여행지
• 문밖만 나서도 따뜻한 기후

케언스, 싱가포르,
타운즈빌 등 열대 지역에
3개 캠퍼스 운영

취업 성공률 별점 다섯 개 획득
(Good Universities Guide 2016)

JCU 학생들은 열대의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입지 덕분에 학생들은
호주의 자랑거리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
공원과 아웃백 사바나, 열대의 섬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열대우림 등 다양한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JCU에서의 생활을 통해 학문을 닦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평생토록 가져갈 기량을 계발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학생에게도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광범위한 사교 및 학습 관련
이벤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클럽과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여행을 떠날 기회도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JCU에서는 흥미를 북돋우며 커리어에도 관련이
깊은 포괄적인 강좌를 학부, 대학원(수업 활동
및 연구 분야) 및 단기 코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료증 및 영어
어학 전공 등 JCU 학위 강좌로 편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도 포함됩니다.

열대 캠퍼스
싱가포르

JCU의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jcu.edu.au/courses 를
방문하십시오.

케언스
타운즈빌

인기 전공 영역
브리즈번
시드니

CRICOS PROVIDER CODE 00117J

멜버른

인문 과학, 사회
과학 및 사회 복지학

경영 및 정보
통신 기술(IT)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교육

공학 및
도시 계획

보건학

법학 및 정치학
(Governance)

의학, 치의학
및 약학

간호학 및
조산학

심리학

과학

수의학
및 의학

jcu.edu.au/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