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west Missouri State University
중요사항

ottawa
new york city

minneapolis

626 km
omaha

193 km

des moines

235 km

kansas city
los angeles

150 km

2,015 km

chicago

796 km
st. louis
555 km

2,607 km

washington
d.c.

General Information:
학생수 : 6,800
외국인 학생수: 802명
평균 강의 규모: 27명
학생간 교수 비율: 23:1
취직률:
97.5% 대학교
98% 대학원
International Office:
Phone: +1-660-562-1367
Email: intlprog@nwmissouri.edu

mexico city

Admissions Office:
Phone: +1-660-562-1562
Email: intladm@nwmissouri.edu
International Financial Aid:
재단 지원:
장학금 지원:
대출지원:
Testing Requirements:
TOEFL IBT 점수:
대학교 61: 대학원 79
TOEFL CBT 점수:
대학교 173: 대학원 213
IELTS 점수:
대학교 5.5: 대학원 6.5
PTE 시험 점수:
대학교 44: 대학원 53
ACT/SAT 점수:
필요없음. 단, 신입생 장학금 신청 시 필요

개관
1905년 미국연방정부 허가에 의해 설립 된 Northwest Missouri State University는 현재
전 세계 32개국과 미국 45개의 주에서 모인 약 6,8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4년제 대학은 대부분의 학생이 미국인이며 다양한 대학교와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와 컴퓨터공학, 교육학, 생물공학, 농학 관련 학부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Academics
■ Northwest는 학사와 석사를 더불어 ESL
■

■
■
■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대학은 126개의 학과전공과 44개의 석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www.nwmissouri.edu/academics).
학과생들을 위한 교과서는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의 강의가 더 개인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업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교육과, 학생들이랑
교수들과 함께하고, 출세지향적인 인턴십에 참여를
통해서 향상됩니다.

Highlighted programs
■
■
■
■
■
■
■
■
■
■
■

Admissions and Financial Aid
■ 신청인은 반드시 7 월 1 일 (가을학기 신청), 11 월

1 일 (봄학기 신청), 혹은 4 월 1 일 (여름학기 신청)
까지 입학신청원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GPA 혹은 언어시험 점수 에 의한 Merit-based
scholarships 은 최소 $500 부터 최대 $3,500
까지 제공되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사용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조건은, 학교 홈페이지 (www.
nwmissouri.edu/admissions/intl/financial.htm)
를 확인해주십시오.

■
■
■
■

Accounting, Economics, Finance
Applied Computer Sciences
Biology and Chemistry
Business Management
Data Mining
Emergency and Disaster Management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rogram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raphic Design
Marketing and Management
Mass Media
MBA
Nanoscale Science
Psychology
Sustainable Agriculture

Location
■ 본 학교는northwest Missouri 안에 대략12,000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인, Maryville에 위치해
있습니다.
■ 학생들은 안전성과 학생 서비스 그리고 캠퍼스
환경에 Northwest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 모든 정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합니다.
■ 캠퍼스 전구역에서 빠른속도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은 학생들에게 앞서가는 컴퓨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컴퓨터에는 최신버전의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00 University Drive
Maryville, MO 64468

nwmissour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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