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l�t�i�m�o�r�e�,� �M�D�;� �W�a�s�h�i�n�g�t�o�n�,� 

�D�C�;� �P�h�i�l�a�d�e�l�p�h�i�a�,� �P�A�;� �N�e�w� 

�Y�o�r�k�,� �N�Y� 인근� 지역

항공편�:� 서굿� 마셜� 볼티모어� 

국제공항�(�B�W�I�)�,� 기차편�:� 볼티모어� 

펜스테이션

덜레스� 국제공항� 및�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9�0분� 거리

위치

우수한� 교육�,� 성공의� 발판

GOUCHER

BALTIMORE

PHILADELPHIA

NEW YORK

WASHINGTON, DC

최고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선정된 

교육기관
 – U.S. News & World Report



안전한� 캠퍼스

1,100명의
학부생

2,000명에
달하는 전교생

30개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

학생대교수 비율

교수와 1대1로 교류할 기회가 많은 소규모 정예수업

900명의
대학원생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가장� 최근� 설문조사� 결과� 기준�)

96%가
Goucher 는 교육에 대한 

평생 투자 수익 부문에서 

전체 미대학 중 상위 

20%에
속합니다.

� –�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최우수

혁신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 –� U.S. News & World Report

진학 대학원

취업 기업

캠퍼스 안전팀

1년 365일

항시 대기

수풀이 

아름답게 

우거진 캠퍼스

출입관리소가

있는

단일 정문

10:1의

학생 중



인문 교육
교육과정

40개
이상

인문� 교육은� 기업에서� 원하는� 탄탄한� 문장력�,� 효과적인� 

소통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배양합니다�.

미국학과

인류학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과

경영학과

화학과

신문방송학과

컴퓨터� 공학과

실용무용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공학과

환경학과�:� 환경� 및� 사회

환경학과�:� 환경� 과학

프랑스어� 번역학과

아프리카학과

아랍학과

예술역사학과

예술학과�(스튜디오�)

예술경영학과

창의적� 글쓰기� 학과

승마학과

문화재보존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라틴아메리카학과

법학과

음악학과

의예과�/프리헬스� 과정

전문적� 글쓰기� 학과

공중보건학과

종교정의학과

중등교육학과

연극학과

역사학과

자유전공

통합예술학과

통합� 데이터� 애널리틱스� 학과

외교학과

영문학과

평화학과

철학과

정치학과

문예창작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 

스페인어과

시각� 물질� 문화� 학과

여성� 젠더� 섹슈얼리티� 학과

전공 부전공

연혁
�G�o�u�c�h�e�r� 설립자� 부부인� �J�o�h�n� �F�r�a�n�k�l�i�n� �G�o�u�c�h�e�r� 

박사와� �M�a�r�y� �F�i�s�h�e�r� �G�o�u�c�h�e�r� 부인에게는� 글로벌�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일본�,� 

중국�,� 한국�,� 인도에서� 몇몇� 학교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85년
설립

�G�o�u�c�h�e�r� 사람들은� 타인을� 우선� 배려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G�o�u�c�h�e�r� 덕분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Surbhi, 2019년 졸업

인도� 뉴델리� 출신

컴퓨터� 공학�/영문학� 복수전공

�I�n�v�i�s�i�b�l�e� �A�l� �I�n�c�.� 기술작가

�G�o�u�c�h�e�r� 덕분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저의� 직업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Kyoko Kinoshita, 2020년 졸업

일본� 도쿄� 출신

경영학� 전공

�H�o�s�h�i�n�o� �R�e�s�o�r�t� 회원서비스� 담당

수업�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 사고� 방식을� 배웠습니다�.

Tony To, 2018년 졸업

홍콩� 출신�,� 경제학� 전공� 

조지타운� 대학� 경제학� 석사�(�2�0�2�0년� 졸업�)

세계은행� 컨설턴트



핵심 교수진

실습형 

연구 
기회

유능한� 교수진과� 여름� 과학� 

연구�(�S�u�m�m�e�r� �S�c�i�e�n�c�e� �R�e�s�e�a�r�c�h�)� 

프로그램을� 통해� 최상의�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일 대학교 박사(2000년)

예일 대학교 석사, 연구석사(1994년)

리드 칼리지 학사(1992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R�o�d�n�e�y� �Y�o�d�e�r는� 특히�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면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연구는� 주로� 

하전입자� 빔의� 생성�,� 제어�,� 사용에� 대한� 

실험법과� 새로운� 입자� 가속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Rodney
Yoder

물리학과� 부교수

오하이오 대학교 박사(1994년) 

오하이오 대학교 석사(1992년) 

오하이오 대학교 이학사(1987년)

�2�5년� 동안� �G�o�u�c�h�e�r와� 함께� 해온� �J�a�n�i�n�e� 

�B�o�w�e�n은� �2�0�1�9년� �G�o�u�c�h�e�r�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 

학생의� 말을� 빌리면� �"�B�o�w�e�n� 박사는� 

지식이�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Janine
Bowen 

경영학과� 교수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박사(200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석사(2006년)

Goucher 칼리지 학사(2003년)

�P�h�o�n�g� �L�e는� 의료� 서비스� 이용부터� 

공정� 주택�,� 식품�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이터� 기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주� 

이러한� 경험들을� 강의에서� 소개하여� 

데이터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와� 일상의� 교훈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Phong
Le 

수학과� 부교수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 

박사(2009년)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 석사(2001년)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 학사(2001년)

�G�i�n�a� �S�h�a�m�s�h�a�k은� 환경자원경제학� 

전문가로서� 어업� 및� 양식�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S�h�a�m�s�h�a�k� 교수는� 연구와� 

수업을�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실제로� 경제학�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르칩니다�.

Gina
Shamshack

경제학과�,� 환경학과� 

부교수

전체 약력 보기

전체 약력 보기

전체 약력 보기

전체 약력 보기



4+1
획기적인

참여 기회 

존스 홉킨스 대학교 케리 경영대학원

문학사�/이학석사� 프로그램

로욜라 대학교 셀링어 경영대학원 

경영학� 이머징� 리더� 문학사�/석사� 프로그램

�G�o�u�c�h�e�r에서는� �4학년이면� 대학원�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고�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볼티모어� 지역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진은� 물론� 학생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정말� 기다려지네요�.

�T�a�r�y�n� �P�h�i�l�l�i�p�s�,� �2�0�2�1년

뉴저지� 로젤� 파크� 출신

경영학� 전공

여기에서� 저는�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수업도� 열정적이고� 

교수님들도� 마음에� 들어서� 매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뿐이죠�.� 이제� 

그리스는� 저의� 휴양지이고�,� �G�o�u�c�h�e�r

는� 저의� 집이� 되었어요�.

Danae Tsimpikaki, 2022년

그리스� 테살로니키� 출신

심리학� 및� 통합예술� 전공

소규모� 정예제를� 자랑하는� 

�G�o�u�c�h�e�r에서는� 교수진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과� 같은� 유수의� 

교육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unoh Lee, 2022년

대한민국� 서울� 출신

컴퓨터� 공학� 및� 철학� 전공

인턴십� 기회



대학 생활

• 비자 신청, 이민 문제, 경제적 문제, 
� � � � 기타 응급 상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줍니다

• 상호교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미국 문화와 
� � � � 대학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 워크샵

• 국제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 워싱턴 DC 견학(백악관 탐방 포함)
• 글로벌 커피타임

60개
이상의

학생 동아리

국제학생연합� 포함

1개
범종교 센터

이곳에서는� 신앙과�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관점과� 생각을� 탐구하고� 

타종교인과� 의견을� 나누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갑니다

20개의
NCAA Div III 

스포츠팀

상위

10위권
승마팀

85%의
�G�o�u�c�h�e�r� 학생이

캠퍼스에� 거주

• 1학년 빌리지

• 적극적인 거주 커뮤니티와 더불어 
� � � � 공부하는 4년 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 방학 동안 거주 가능

• 학우 및 공동체 구성원과의 상호교류를 
� � � � 장려합니다

•� 식습관을� 존중합니다

•�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 맛있게� 조리된� 세계� 음식�,� 

� � � � 할랄� 음식�,� 코셔� 음식을� 선택할� 

� � � � 수� 있습니다

기숙 생활

다이닝 홀

글로벌 교육처 



유학생 입학

신청: www.goucher.edu/apply

Common Applicatio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 �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1학년� 신입생�)� 또는� 대학� 

성적증명서�(편입생�)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1학년� 학생만� 해당�)

•� 학위� 과정� 설명서�(편입생만� 해당�)

•� 교사�/교수� 추천서�(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사회과학�)� 

•� 최소� �$�3�0�,�0�0�0을� 학비로� 지원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 문서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T�O�E�F�L� �8�0점�,� �I�E�L�T�S� �6�.�5점� 또는� 

�D�u�o�l�i�n�g�o� �1�0�5점� 이상�(고등학교� 강의� 언어가� 영어인� 경우는� 

면제�)

Goucher 입학 신청은 간단합니다.

시험선택제
(TEST OPTIONAL) 시행
�S�A�T� 또는� �A�C�T� 중� 제출하고자� 하는� 

성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기회

해외학생 입학 절차 시 성적에 기준하여 장학금 

대상을 선정합니다. 

� www.goucher.edu� 

�1�0�2�1� �D�u�l�a�n�e�y� �V�a�l�l�e�y� �R�o�a�d�,� �B�a�l�t�i�m�o�r�e�,� �M�a�r�y�l�a�n�d� �2�1�2�0�4�,� �U�S�A

원서 마감일

조기 지원
(임의 선택)

�1�2월� �1일

일반 지원

�1월� �1�5일

Common Application

수시� 전형�(�R�o�l�l�i�n�g� �a�d�m�i�s�s�i�o�n�)은� �1월� �1�5일� 

이후� 입학정원에� 따라� 진행

가상 투어: 
www.goucher.edu/tour

문의

전화: 410-337-6467
이메일: international@goucher.edu

입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