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8

U.S. Campus Safety and Security
미국 대학 캠퍼스의 안전과 보안
 Why Stud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he top destination
for foreign students worldwide,
with a record number of students
studying here last year.

• 미국은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은

The strength, diversity, and quality
of U.S. higher education is unparalleled.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known for the excellence of
their research, their innovation, and
for foster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Their focus is on students’ academic
and professional success.

• 미국 고등교육제도의 우수성과 다양성, 질적

The U.S. takes pride in welcoming
students and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They bring talent and
global perspectives to the learning
environment,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scholarship and broadening
the partnership of Americans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Campus Safety




 미국에서 유학하는 이유?

나라이며 지난해의 경우 해외 유학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 대학은
뛰어난 연구와 혁신 그리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재학생의 학업과 진로를 계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세계 각지의 학생과 학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교육 환경에 글로벌화된 시각과 우수한 재능을
이식함으로써 학문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과
세계 각국의 인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전

The U.S. institutions that host foreign
students are committed to providing a
safe and welcoming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 해외 유학생을 선발하는 미국 교육기관들은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known
for offering a wide range of exceptional
support services to their students.

• 미국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상의 지원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https://kr.usembassy.gov/education-usa-ko
AmericanCenterKorea@state.gov
02)397-4649

 The Value of International Students
on Campus




 교내 해외 유학생의 중요성

Educational exchange is
people-to-people diplomacy.
It is a fundamental pillar of our
relationship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the outcomes of which
benefit not only the students and their
home communities, but the
United States as well.

•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는 민간 외교의 한

In academic year 2016-2017,
the United States welcomed more
than one million foreign students to
study at ou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more than any other
country worldwide—and
we continue to value the contribution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make
inside and outside classrooms at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continue to welcome international
students, with many sending a
strong message of welcome to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the “#YouAreWelcomeHere” campaign.

• 2016~2017 학년도의 경우―다른 어느

분야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대들보이며 그로 인해 학생
본인과 출신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됩니다.

나라보다도 많은―100 만 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했으며 미국은 해외 유학생이 대학
강의실 안팎에서 기여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해외
유학생을 환영하며 상당수 대학은
‘#YouAreWelcomeHere’ 캠페인을 통해
해외 유학생에게 진심 어린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https://kr.usembassy.gov/education-usa-ko
AmericanCenterKorea@state.gov
02)397-4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