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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학생  
장학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 우수한 교육
Miami University는 2022년 가을 학기에 자격을 갖춘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최대 4년간 갱신이 가능하며, 수령자들은 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옥스퍼드 캠퍼스의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펠로우 프로그램(Presidential Fellows Program, PFP) 
신청 기한 | 2021년 12월 1일
우수 장학생 및 리더에게 4년간 등록금과 주거비 및 식비가 포함된 장학금(갱신 가능)과 함께 탁월한 대학 경험을 제공하는 엘리트 장학금. 다른 
혜택으로는 $5,000의 학업 강화 장학금과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려면 12월 1일까지 입학을 신청하고 Miami University의 
보충 우등생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대학 성적 장학금 
우선 순위 대상자로 심사받기 위한 신청 기한 | 2021년 12월 1일
12월 1일까지 입학을 신청하고 아래의 최소 학업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이후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학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중 GPA* 오하이오주 비거주자(연간 금액)

4.30+ $15,000~$34,000

3.95~4.29 $10,000~$23,000

3.75~3.94 $6,000~$18,000

3.50~3.74 최대 $12,000

*Miami University는 미국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모든 유학생 지원자의 성적을 4.0을 기준으로 미국 GPA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유학생(또는 미국 고등학교 교과 과정 및 성적 평가 
시스템을 따르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이미 가중치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Miami University에서 GPA를 다시 계산하여 가중 GPA를 산출합니다.

국제 교육 장학금 
우선 순위 대상자 심사를 위한 신청 기한 | 2021년 12월 1일
장학금은 연간 $1,500~$12,000로 다양하며 학업 성적 및 신청 시 제출된 기타 정보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우선 
순위 대상자로 심사를 받으려면 12월 1일까지 입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YouAreWelcomeHere 장학금 
신청 기한 | 2021년 12월 1일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비전을 가진 유학생은 등록금 중 최소 50%를 부담하는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별도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Prodesse 장학생 프로그램 
재능 있는 학생들은 1년 동안의 집중적인 학습 경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최대 4년간 갱신 가능한 
$1,000~$2,00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려면 12월 1일까지 입학을 신청하고 Miami 
University의 보충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79%
2021년도 가을 학기 입학 허가를 
받은 1학년 국제 지원자들 중 학업 
장학금을 제공 받은 학생의 비율

Miami University | 평등한 교육과 고용 기회를 추구합니다
대학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부서에서 작성함,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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