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상담전화:

첫째,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연방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의 정회원 자격
을 취득했고, 고등교육인가기관(CHEA) 및 미국연방 교육부(USDE)에 등록 되었다. 월드
미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는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에서 인정 받으
며, 본교의 목회학 석사 (M.Div) 과정을 마치면 미국 군목장교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월드미션대학교는 LA와 OC 에 최신의 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본교는 LA 캠퍼스와 OC 분교를 두고 있다.  총 건평 6만 4천 스퀘어피트의 6층 건물
에 예배실, 도서관, 시청각실, 컴퓨터실, 음악 연습실, 강의실 및  한인기독교상담소
(1. 213. 738. 6930)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셋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사역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 하였다.

1989년에 학교가 설립된 이래로 대학원 과정과 학부과정을 졸업한 많은 동문들이 목회
자, 선교사, 기독교 상담가, 음악 지도자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역지에서 섬기고 있다.

넷째,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남가주 신학대학도서관협회(SCATLA), 미국신학대학   
도서관협의회 (ATLA) 및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OCLC)의 회원이며, 한국 국립중앙
도서관의 협약 도서관이다.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북미 교육기관 가운데 한국어로 된 기독교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
고 있는 곳이며, 장서는 56,000여 권에 달하며, 20여종의 정기 간행물, 한국학술논문 데이터 
베이스 DBpia등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최고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의 주류 교육기관에서 최종 학위를 마치고 사역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각 분야별로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대학교에서 교수사역을 하시는 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첨단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장학제도와 미연방정부 학자금지원 및 융자 프로        
그램을 가지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혜택을 통해 유능하고 소명감에 불타는 학생들
을 선발하여 재정지원을 한다.  학부의 경우에 주 정부와 미 연방   정부 학자금 지원 및 융
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

일곱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회원 교육기관이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본교를 장래의 지도자 훈련을 위한 주요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유학생 I-20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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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기독교 교단에 속하여 입학 여건을 갖춘 학생들을 향해 열려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입학수속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공교수와의 면접이 요구된다. 본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는 아래의 입학 구비서류를 입학지원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 관련서류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다운
로드 할 수 있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입학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월드미션대학교 
입학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입학안내

-  입학원서 ( 본교 소정양식 )
-  신앙고백서 ( 본교 소정양식 )
-  1인의 추천서 ( 본교 소정양식 )
-  원서 접수비 ( $100, 반환되지 않음 )
-  최종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 원본 )
-  최근 사진 2매 ( 미 여권용 사진 )

-   I-20 신청서 ( 유학생 )
-  재정보증인 동의서 ( 유학생 )
-  영문 은행잔고 사본 ( 유학생 )
-  여권과 비자 사본 ( 유학생 )
-  유학생 업무 관련비 ( $250, I-20 발행 포함 )
-  Express Mail ( $50, 유학생 )

*  입학원서 및 기타 서식은 웹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혹은 서신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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