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lace. Your Purpose.
당신의 꿈과 뜻이 있는 학교

Place:
Purpose:

매력적인 캠퍼스를 보유한 벨헤븐대학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날씨와 멋진
공연들, 열정적이고 흥미있는 교내활동들이 학기내내 지속됩니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바탕으로 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벨헤븐 대학은 미국 교육 평가기관들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으며
훌륭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학과가 기독교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학생 : 교수진 = 12 : 1
평균 ACT 24 / SAT 1133 / TO EF L 71
남학생 45% vs. 여학생 55%
재학생- 1091명
홈스쿨을 받은학생 20%
미시시피주 학생 55% vs. 타 주 학생 45%
총21개국에서 56명의 국제 학생들이 재학중
80% 이상의 교수진이 박사학위 보유
입학생 평균 평점3.3

Academics
회계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미술행정학과
기독교학과
생물학과
경영학과
화학과
고전교육학과
언론영상학과
문예창작학과
무용과
초등교육학과
영어영문과
그래픽디자인학과
역사학과

인문학과
국제학과
수학과
음악과
철학과
정치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스포츠행정학과
스포츠의학/운동과학과
체육학과
연극과
전문대학원준비과정

OMEGA COLLEGE 오메가 대학
오메가 대학은 전공을 찾을수 없는 학생을 위해
교수진들이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30개 이상의
전공 과목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Benefits
벨헤븐대학은 학생들이 역사,철학, 예술과 기독교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캠퍼스에서 항상 운동경기와 미술 및 댄스 공연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벨헤븐은 미시시피주의 수도인 잭슨에 위치하며 테네시주의 멤피스,
알라바마주의 버밍험, 재즈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즈 등
타 주의 큰 도시와도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벨헤븐은 미국의 미술,음악,연극,무용, 네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예술 특성화 학교로서 인정받은 총 30개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술 분야와 무용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 인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순수 미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벨헤븐의 학생, 교수, 직원 모두 매 시즌13가지의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항상 벨헤븐의 상징인 녹색과 금색의 응원
물결을 볼수 있습니다.

7개의 전국 우수 학생회
벨헤븐 리더십 위원회
4개의 사역단체
14개의 학생 조직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
해외 교류 프로그램

130개이상의 교내외 스포츠 경기 및 행사
매년 4개 이상의 교내 미술관 작품전시회
23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콘서트 제공
9개 이상의 연극 제작회
6개 이상의 무용 및 발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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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의 간단한
벨헤븐 입학과정
유학생으로 벨헤븐 대학에 입학하려면:
1. 온라인 입학 지원서 작성
2. 고등학교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
제출
3. TOEFL IBT 최소 45점 이상
4. 입학 확정 후 재정보증서에 사인과
함께 전체 예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님이나
재정보증자의 은행 계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 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I-20는 모든 재정
서류가 접수될 때 까지 보내지지
않습니다.

A pply

전 세계에 유수한 기독교 대학들이 많지만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에 위치한
벨헤이븐 대학교(Belhaven University)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학교임을 확신합니다. 본 대학교는 철저한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교육과 학생들을 관심과 배려로 채워주는 영적인 교수진들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벨헤이븐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학생들이 생활하며 공부하고, 장래의 진로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벨헤이븐의 여러 업적 중 하나인 예술 대학은 미국 기독 대학 중 최고의 학교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이자 벨헤이븐 대학교의 총장 Roger Parrott박사는 영적인 교육자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학했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벨헤이븐은 기독교 가정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계획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벨헤이븐 대학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