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dwest University 는 자신의 잠재력을 응용화, 전문화 시킬수 있도록 돕고, 인성, 지성, 영성, 리더십 (Leadership) 을 

능률적으로 실천하며 시대의 상황과 개인, 사회의 삶과 사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며 그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 

그리고 성취와 감사를 균형있게 실천하며 사람과 사회를 변화 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글로벌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할 목적으로 1986 년도에 

미국 중부 St. Louis 에 설립된 Midwest University 

는2014 년 봄 학기를 기해 국제적 감각과 실력을 겸비할 

특별 장학생을 모집 합니다.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Christian Education
Biblical Studies

1. 미국비자 받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동등학력자
3. 글로벌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학생
4. 국제적 리더십을 갖추기위한 English and Spanish 등에 
도전할 학생

1. 본교소정의 입학원서 ( fee $100.00)
2.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 혹은 학력증명서 
(영문)

3. 성적증명서, 추천서
4. 비전 에세이, 사진 2 매
5.5.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SEVIS I-20 를 본교에서 보내드리며 
유학비자 수속을 한다.

1. 원서접수: 서류심사 - 인터뷰- 합격자발표- 
유학비자수속 - 미국본교 도착

2. 모집인원: 30 명 International Student
3. 전액장학혜택은 1 차 모집에 합격한 신입생에 우선권
4. 현재 고, 3 학생과 대안학교 12 학년 재학생도 

1. 대학 학사학위과정 모집인원 30 명
   전공: 경영학, 음악 (피아노, 성악, 지휘, 작곡, 기악, CCM)
          기독교교육, 성서신학
          (1차 선발된 사람은 1년 수업료 전액 장학혜택)
2.2. 2년차 부터는 종합평가에서 상위 50% 학생은 전액 (100%) 
장학혜택, 중간 25% 학생은 60% 장학혜택, 하위 25% 
학생은 50% 장학혜택을 받는다.

3. 공동체 훈련을 위해 전원 기숙사에 입소해야 한다. 
   (Need to pay Room & Board)
4.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자로서 다양한 소양을 배양한다.
   국내, 외 단기 봉사, 단기선교, 인턴십등을 한다.
5.5. 글로벌 사역을 위해 English and Spanish를 필수로 
해야한다. (일정 수준의 성적을 얻어야 졸업할수 있다.)

6. 스피치 대회, 경연대회, 시사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소양과 
실력을 배양한다.

7. 리더로서의 품위유지와 바른 자세, 예의, 매너 등 소양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한다.

8. 미국 혹은 외국에서 인턴십과 취업기회

Sport Management, Marketing, 
Trade,Commerce, Administration, 
Global Business

Voice, Conducting, CCM, Composition, 
Instrument, Church Music Ministry area

Teacher, Admin

참고사항

Opportunities International Job Creation

수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