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DUATE (대학원생) 

대학원 (연간 18 학점 기준시 – 한학기 9 학점)

학비 ($505.72/학점)	 $9,102.96

기타비용 ($106.10/학점;	노트북 렌탈비 포함)	 $1,909.80

기숙사 (9 개월) 8,484
건강보험  1,300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75
 $9,859
예상 합계 $20,871.76

UNDERGRADUATE (학부생)

대학교 (연간 28 학점 기준시 – 한학기 14 학점)

학비 ($391.29/학점)	 $10,956.12

기타비용 ($101.35/학점;		
노트북과 교과서 렌탈비 포함)	 $2,837.80

기숙사 (9 개월) 8,484
건강보험 1,300
신입생 (140)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50)  190
  $9,974

예상 합계  $23,767.92

IMPORTANT, PLEASE READ 아래의 내용은 중요한사항이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F-1 학생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국제학생이나 교환학생은 반드시 이곳에서의 
생활비용과 학비를 충당하기에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는 재정증명을 하기위한 증빙서류 (개인/가족 펀드, 장학금, 혹은 대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Northwest는 일반적인 생활비용과 학비를 가장 정확한 최근정보로 추산합니다. 아래에 기제된 유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용은 추산된 정보에 한합니다. 실제 비용은 신청한 기숙사와 학기당 수강하는 과목수에 따라서 좀더 높거나 혹은 낮을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학비, 기숙사 비용, 그리고 보험비는 학기가 시작한 
후 첫번째 주에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첫번째 학기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학비와 기숙사 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의 
1/2 정도를 가져올 것이 요구됩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에는 매달 
일정금액을 나누어서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기의 비용은 
다음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지불 되어야 합니다. 

HOW TO PAY FOR CLASSES UPON ARRIVAL (도착후 학비 지불 방법) 

학비 지불 방법은 www.nwmissouri.edu/bursar/payments.htm 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납부일: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도착후 약 1주일 이내)

UNDERGRADUATE (학부생 / 한 학기 기준)

학비/기타비용 (14	학점 기준)	 $6,896.96

기숙사 (2015 가을학기) $4,242

건강보험  1,300

결핵 검사 145

신입생 (140)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50)  215

  $5,902

예상 합계 $12,798.96

GRADUATE (대학원생 / 한 학기 기준)

학비/기타비용 (9	학점 기준)	 $5,506.38

기숙사 (2015 가을학기) $4,242

건강보험 1,300

결핵 검사 145

오리엔테이션 75

  $5,762

예상 합계
 기숙사 미포함  $7,026.38 
 기숙사 포함 $11,268.38

Note: All other costs (listed above)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udent. Please carry all monies on your person from your home to Maryville (never in checked 
luggage). Fees will be paid during an allotted time during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 All unpaid balances will incur a finance charge of 3% of balance. All 
semester fees must be paid in full to continue in class the following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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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TUDENTS (모든학생)

메리빌에서 생활 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예산.
학생 개인 비용(항공비, 침구, 여행, 옷 외 기타 비용)  $3,000**
홍역, 볼거리, 그리고 홍진(MMR) [학생들은 두 가지

백신을 4 주 간격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각   $95**
뇌수막염 접종  $134**

**가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