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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o Know the University of Missouri 

1839년 콜럼비아 시에 설립된 미주리 대학 (The University of Missouri)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공립 연구 대학입니다. MU (엠유)나 Mizzou (미주)라고도 불리는 본 대학은 18개 단과대학을 통
해 300 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izzou에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온 30,000 명 
이상의 학생과, 100여 개의 국가에서 온 2,0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미주리 대학은 미국 명문 대학교 연합 (AAU: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에 소속
된 34개의 공립대학 중 하나이며, 미국 전문 시사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는MU를 
4,000 개의 대학교 중 51 번째로 우수한 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2018년 Fiske Guide to 
College는 본 대학을 미국 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대학교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Mizzou 교수진들은 체험을 통한 배움을 강조하는 미주리 교육 방법 (Missouri Method)으로 학
생들을 지도합니다. 미주리 대학교는 연간 약 $2억 5천만 달러를 리서치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
으며, 학부생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izzou 진로센터는 학생
들이 각자 분야에 맞는 인턴십을 경험하고, 졸업 후 최고의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콜럼비아 시내에 위치한 Mizzou 캠퍼스는 역사적인 건물로 유명합니다. 여러 국제 및 문화 관련 
클럽을 포함하여, 600 개 이상의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식물원으로 인증된 본교
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기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MU 기숙사에는 다수의 학생식당과 커피
숍, 편의점이 있습니다. 또한 Mizzou는 미국 대학 중 가장 안전한 6개의 캠퍼스 중 하나로 등극
되어 있습니다. 

많은 Mizzou 학생들은 미국 내 정평이 나있는 Freshman Interest Groups (FIGs)에 참여합니다. 
전공과 관심 연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FIGs는 소통하며, 친분을 쌓고 더
불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Meet Mizz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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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대학교 위치 

• Mizzou 는 캔자스 시티와 세인트루이스 중간 지점에 있는 콜럼비아 시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 인구 약 12만 명의 대학교 타운인 콜럼비아는 따뜻한 분위기의 활기찬 도시입
니다.

• 콜럼비아 지역 공항에는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미국 주요 도시인
시카고, 달라스, 그리고 덴버를 매일 운항합니다.

• 콜럼비아 시내에는 다양한 커피숍, 상점, 음악공연장, 극장, 그리고 식당들이 있
습니다.

동문

• 아밋 미다 (Amit Midha), 델 아시아 태평양, 일본 지사장

• 에두아르도 울리바리 (Eduardo Ulibarri), 주 유엔 코스타리카 대사

• 마이클 김, ESPN 스포츠 뉴스 앵커

• 조태권, 광주요 회장

•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

• 이승윤, 전 경제 부총리

장학금

• 국제학생 중 고등학교 성적, SAT 혹은 ACT 점수가 우수한 학생은 $5,000 의 국
제 성적 우수 장학금 (International Merit Scholarship) 혹은 MU 우등생들을
위한 수업 (Honor College)을 수강 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10,000의 국제 영
예 장학금 (International Honors Scholarship)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미주리 대학교 동문인 국제학생의 경우, 국제 동문 장학금 (Global
Heritage Scholarship) 수혜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admissions.missouri.edu/international-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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