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tern Michigan University 개요 (WMU Overview)
1903 년에 설립된 웨스턴 미시간 대학은 미국내 우수 대학중 하나로서 성장해 왔습니
다.
WMU는 미국내 대학 순위 인증기관인 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에 의해 상위 100 순위
에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중서부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카네기 분류 고
등 교육 기관에서 지정한 200 여 주요 연구 대학중 하나로 선정되어있는 학교입니다.
또 한, WMU는 미시간 주에서 가장 저렴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국제 학생으로 보조금,
장학금, 조교 보조금 및 대출 등 금융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적 기반 Diether
H. Haenicke 장학금은 특별히 WMU 에서 공부하고자하는 외국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WMU학생이 선택할 수있는 학업 프로그램은 237 개에 다다르며 이는 140 개의 학사 과
정, 67 개의 석사 과정, 1 개의 전문가 과정, 29 박사과정을 포함합니다. 거의 모든 수업
은 855 명의 전임 교수들에 의해 진행되며 이들중 상당수는 잘 알려진 연구자들이나 아
티스트들입니다.
수백명의 학자들은 해외 학문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6개 대륙에 걸친 연
구 협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다른 학교 대학 교수진과는 달리, WMU 에서 가장
저명한교수들도 학생들과의 잦은 교류를 갖고 학생들에게 그들과 함께 연구와 창조적
인프로젝트를 할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학생들은 또한 최첨단 시설, 최신 과학 단지, 세계적 수준의 항공 캠퍼스, 보건 복지부
대학및 공공 서비스 클리닉을 위한 정교한 건물들, 비즈니스 기술 연구 공원옆에 위치
한 첨단공학 캠퍼스, 각광받은 예술 전시관, 그리고 크고 잘 갖추어진 학생 레크리에이
션 센터등을이용할수 있읍니다.
WMU는 전세계의 학생들로부터 등록지원을 받으며, 2009 년 가을학기 산정 90 개국에
서1,200 명 이상의 국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학생들이 환영받는 것은 물론이며 이들
의공부와 미국 생활에 대한 적응을 위해 Haenicke 글로벌 교육 연구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Haenicke 연구소의 국제 입학에 관한 높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은 포괄적인 이민 조언
및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연구소는 또한 영어와 문화 유학생 센터(CELCIS)를 통해 외국
유학생들에게 WMU에서의 성공을 위한 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슬
람 학생 협회, 말레이시아 학생 협회, 그리고 국제 프로그램위원회가 있습니다.

매 학기 새 국제 학생은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교와 지
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받습니다. WMU는 또한 거의 20 개에 다다르는 등록된
유학생 그룹을 지원을 통하여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 예로는 중국 학생 협회,이
슬람 학생 협회, 말레이시아 학생 협회, 그리고 국제 프로그램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Haenicke 연구소는 사회및 문화 교차적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일
정들이 매년 계획되어있으며 이중에는 매년 3000 명정도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일반
인들과 함께 각 나라의 음식, 음악, 패션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네셔날 페스티벌
도 포함됩니다.
WMU의 또 다른 이점은 지역적 위치입니다. 중소도시인 칼라마주 있어서 쉽게 미국문화
를 접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카고, 디트로이트가 멀지않아 미국 대도시 생활도경험
할수 있습니다. 약 150,000 명 정도의 크지 않은 칼라마주는 편의와 친근감을제공하면서
도 WMU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기관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큰 도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MU 국제 입학 서비스 사무실에 이메일은 oiss-info@wmich.edu 로 전화는
(269) 387-5866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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