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학 팩트 시트

마이애미 대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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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809년. 마이애미 대학의 이름은 한때
오하이오의 마이애미 밸리에 거주하였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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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학생 수: 18,907명(학부생 16,387명,
대학원생 2,520명)

국제 학생 수: 2,121명(83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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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마이애미 대학은 다음 학부에서 100개 이상의
학사 학위 과정을 제공합니다:
인문자연과학대학
컴퓨터 및 엔지니어링대학
예술대학
마이애미 대학을 인정한 책
되돌려주는 대학:
등록금에 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200개

교육, 건강 및 사회대학
농업비즈니스대학

마이애미만의 차별성

2016

학자금 기회: 마이애미 대학은 국제 학생을 위한 뛰어난 학자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마이애미 대학의 학부 교육에 대한 굳은 헌신은 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프린스턴 리뷰(The Princeton Review),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비즈니스 위크(Businessweek)에서
보도되었듯 미국 전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 서비스: 국제 학생 및 학자 서비스(ISSS)는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게 비자 문제,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마이애미 대학은 또한 각 학기 시작 전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2016 피스크 대학 가이드
(Fiske Guide to Colleges 2016)
마이애미 대학은“높은 수준의 학생회”,
“교수의 지식과 학생 지원 노력”으로

“가장 흥미로운 최고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목록에 소개되어 인정을

이상적인 학생 커뮤니티: 마이애미 대학은 대학가 내에 위치한 안전한 주거형 캠퍼스입니다.

받았습니다.

ACE 프로그램
미국 문화와 영어(ACE) 프로그램은 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노력하며, 여행을 즐기고,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이애미 대학 ACE 프로그램의 특징:
• 마이애미 대학 학위에 인정되는 15학점(한 학기 전체) 이수
• 마이애미 대학에 조건부 입학 자격 부여
• 주요 코스 하나를 ACE 프로그램 외부에서 이수 가능
• 미국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
• 모든 학교생활에 참여

자세한 정보: MiamiOH.edu/ACE

마이애미 대학에 연락하기
GoGlobal@MiamiOH.edu
MiamiOH.edu/admission

연결하기
facebook.com/MiamiUniversity
facebook.com/MiamiUniversityInternationalAdmission
instagram.com/MiamiUniversity
twitter.com/MiamiUniversity
twitter.com/Miami_U_Global
youtube.com/MiamiUniversity
QQ: 2767769701
시나 웨이보: Miami University
Weixin: MiamiUniversity

마이애미 대학: 평등한 교육과 고용 기회를 추구합니다.
대학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부서 작성 1K/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