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essional Institute

PUT YOUR 
TALENT 
TO
WORK!

 - 인턴쉽 프로그램

 - 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 아카데믹 트레이닝 
     (STEM, TEACHER, 대학원 준비 과정)

     IN NEW YORK

*MST와 타사 인턴쉽 프로그램 비교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타사 인턴쉽 프로그램

뉴욕, ESL 
교사자격증 취득

석사 취득 기회 창업 기회
미국회사에서 
유급 인턴쉽

인턴쉽 비용 커버

MST 인턴쉽 프로그램

X

O O O O O O

X X X

Mega Science of  Technology



$1,200 - $1,500

• MST Training

Internship

Executive Director 
Alex Stefan

Welcome

“Top-notch internship made career success.  
  Boost your career with MST. 
  We will be with you until you make it."

MST - Professional Institute

With MST

MST 인턴 평균 월급

Intensive
e-Learning

온라인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학습 내용 점검 및
프로젝트 중심 수업

Professor Led-
Classroom Hands
on Trarining

현실과 동일한
케이스 중심
시뮬레이션 수업

Professor Led-
Simulation Certificate

or
License

Entrepreneur / Apprenticeship (창업 Program)

대상

Intern

대학생 2학년 이상
대학교 졸업 1년 이하

Trainee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졸업 1년 이후 

동일분야 1년 이상 경험자

Academic 
Training

3개월 3개월

J-1 비자
연장 기회 

X
(졸업후 가능)

O
(다른  STEM 프로그램

 코스 진행시)

Intern 근무 9개월
9~15개월

(비자기간에 따라 결정됨)

+ + =

Academic 

Training 

(3개월, 인턴쉽과 동일)

창업 Program 

(3개월)

ㆍ인턴회사 근무 (9~15개월)

ㆍIncubator 프로그램 (9개월)
독립회사 운영- 창업 프로그램 트레이닝 (3개월)

- MST 지원; Project 수주 및 컨설팅 (6개월)

본인회사설립 (뉴욕)

MST Project 수행

(기본 6개월 창업프로그램 

종료후 독립회사 운영)

Online On Campus On Campus

/ 근무지: 뉴욕, 뉴저지

*학사 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뉴욕 인턴쉽 & 창업 프로그램

 STEM
프로그램
졸업 (3개월)

선택
또는



- MST Certificate

- PCAPㆍJAVA SE 8ㆍIoT 취득

- 유급인턴 근무

- Advanced Excel

- Python Programming

- Big data tools (Tableau)

- Internet of Things

- 비즈니스 Capstone

- Cyber Security 기본이론

- 네트워크 안전 /관리

- 네트워크 장비

- 데이터 디자인 및 운영 (CCNA)

- CCNA Cyber Operation

- 비즈니스 Capstone

- 디지털 마케팅 경영 시뮬레이션
- 콘텐츠 시장전략 및 비지니즈 확산
- 환산율 최적화 전략 
- 퍼넬 최적화 및 네트워트에 대한 이해
- 인터넷 시장전략 및 경영혁신과 기술
- 최적화, 테스팅, 트래픽 전략 
- 비즈니스 Capstone

- MST Certificate

- PCAPㆍTableauㆍIoT 취득

- 유급 인턴 근무

- MST Certificate

- CCENTㆍCCNA 취득

- 유급 인턴 근무

- MST Certificate 

- 세계적인 디지털 마케팅 인증기관인 

   DMI (The Digital Marketing 

   Institute) 자격증 취득

- 유급 인턴근무

+
DATA 
ANALYTICS 
Professional

+
AI  
DEVELOPER
(Artificial Intelligence) 

+
CYBER 
SECURITY 
Professional

+
DIGITAL 
MARKETING 
Professional

Courses 교과과정 교과과정 졸업후 관련 자격증

- C++ Programming

- Python Programming

- Java Programming 

- Machine Learning 

- 비즈니스 Capstone

Bachelor Degree 선호 

Bachelor Degree 선호 

CCENT CCNA

Track 1.

3개월 (트레이닝)

STEM PROGRAM

MST - Professional Institute

*Training 기간 (3개월) 내 자격증 미취득시?
- Final 포트폴리오 통과후 인턴쉽 배치      - 인턴쉽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그룹 지도 (지도비용은 본인 부담, 기간: 2개월)

*해당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함

9 - 15개월 (자격증 취득 후 유급 인턴쉽)

- IoT (CISCO)

- JAVA

- TABLEAU

- DMI

- CCENT / CCNA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

빅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데이터를 

보기 쉽고 이해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 

네트워크로는 입지가 강한 CISCO

네트워크 장비회사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



MST Student Testimonial
Internship chance at MST is Like a cornerstone that helps me
build up career at the world top company.

Alexandre Rosenstieh (France)“

“

- TESOL의 이해 

- 학습이론과 언어습득론 

- ESL 교육학 및 학급관리 

- 영어 교육 방법론

- 참관 수업

- 교생 실습 및 포트폴리오

뉴욕주 사립학교 
ESL 교사 
자격증 취득

3개월 (트레이닝)

9 - 15개월 (자격증 취득 후 유급 인턴쉽)

3개월 (선택 - 트레이닝)

+
ADVANCED TEACHING 
METHODOLOGY & PRACTICUM

- Advanced ESL pedagogy and 
   classroom management

교
과
과
정

코

스

교
과
과
정
졸
업
후

MST - Professional Institute

TEACHER TRAINING

+
TESOL  
CERTIFICAT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뉴욕, 뉴저지 
(어)학교 ESL교사

유급 인턴쉽

- 4년제 대학졸업증 필히 소지

- 재학생은 졸업후 자격증 취득 지원

+

- Advanced English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nd 
   use of technology in teaching

- Intensive Practicum and 
   Case Study

선택 사항으로써 인턴쉽과 함께 진행

NYS Teacher License 지원시 



9개월 - 유급 인턴쉽

- 고객관리 및 HR 관리
- 호텔 관련 영어
- 최신 호텔 관리 경영론 조리
- 식품 위생 관리
- 호텔 경영 소프트웨어 및 회계
- 비즈니스 Capstone

3개월후: 
  MST 졸업장 취득 및 인턴쉽

9개월후: 
  UCAM MBA 학위 신청 자격 취득

3개월후: 
   MST 졸업장 취득 및 인턴쉽 

9개월후: 
   Manchester University
   Master(MS) 학위 신청 자격 취득

- 고객관리 및 HR
- 관리경영 변화 및 국제 마케팅
- 금융 회계 및 관리
- E-비지니스 및 프로젝트
- 관리합병기업 조직 및 전략
- 비즈니스 Capstone

Track 2.

COURSES 교과과정 교과과정 졸업후

+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3개월 (트레이닝) 9 - 15 개월 (자격증 취득 후 유급 인턴쉽 및 석사학위 신청 자격 취득)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in TOP 5% of global universities
University awarded prestigious AACSB accreditation

1st
in National Medal Standings 
among Spanish Universities

University Pathway

HOTEL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MST - Professional Institute



창업 프로그램 교과과정

  - 창업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마케팅, 금융, 회계 및 관리 교육 

  - Business Models

  - Business Law & Ethics

  - Project Management

  - Finance & Accounting for Manager

지원자격
  - MST STEM 프로그램 졸업
  - 학사 학위 소지자

ENTREPRENEUR / APPRENTICESHIP

(Incubator - Startup Company)

MST - Professional Institute

MST Network Partners

Track 3. (STEM 프로그램 졸업자 선택 과정)

장점
  - 뉴욕에서 개인회사 설립 및 운영 경험
  - 신규 프로젝트는 MST에서 제공
  - 창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독립회사 운영
  - J-1 비자 연장 지원

+
NYC TECH 
INCUBATOR for 
ENTREPRENEUR

- Education Partners

- Internship Partners

High Professional Program

(250개 이상의 인턴쉽 회사와 연계)

*Admission to this program is highly selective.

MST STEM 프로그램 졸업

창업 프로그램 졸업, 개인회사 설립 지속 지원 가능

MST 지원; 프로젝트 수주 및 컨설팅 

02

01 03
3개월 -

STEM 프로그램
3개월 - 

창업 프로그램
3개월 - 

 MST 수주 프로젝트 실시
독립 회사 운영

ENTREPRENEUR / APPRENTICESHIP



MST - Professional Institute

Career Matching Engine Opportunities

Insert
Profile

Insert
Education 
Level

Insert
Certifications

Matching engine 
opportunity lists

Submit 
documents
& Interview

MST STEM Programs & Industry Certifications 
Lead to Successful Careers

Data
Analyses

DAA™
PCAP

TABLEU

IoT &
Advanced Excel

SCM
CMM
CFM

IoT & 
CDMF

$168K
-

$130K

$120K
-

$110K

$84K
-

$80K

$62K 
-

$59K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
Security

Digital
Marketing

Average
Salaries

EXPERT
LEVEL

PROFESSIONAL
LEVEL

ASSOCIATE
LEVEL

ENTRY
LEVEL

Entry Level

SCM - Social & Community Mastery
CMM - Content Marketing Mastery
CFM - Conversion Funnel Mastery
JAVA - Java SE 8 Certification 
DAA™ - Data Analytics Associate

MST

PCAP
JAVA SE 8

IoT &
C++

CCNA Security
CCNA Cyber

 security 
 operations

CCENT

*Entry & Associate Level 제공

PCAP - Python Certified Associate Programmer Certification (PCAP)
TABLEU - Certificate in Tableu
CCNA Security - Cisco Certified Network Administrator Security
CCNA Cybersecurity Operations - Cisco Certified Network Administrator
                                                                  Cybersecurity Operations

CCENT – Cisco Certified Entry Network Technician CDMF- Certified Digital Marketing- Foundation
IoT – Certificate in Internet of Things
ADVANCED EXCEL

DACP CDMPAICP CCNP 
Security

정교한

트레이닝 

뉴욕, 뉴저지
250개 이상의
회사와 
Matching

지속적인

컨설팅

인턴 회사에
적합한 이력서
작성 지도

회사특성에
맞는 
인터뷰 지도

인턴 회사

추천서 발급

C ++ - Certified Professional Programmer Certification (CPP)

DAE CCIE 
Security CDMLAICE

Associate Level



500 8th Ave. Suite 901, New York, NY 10018
Tel. +1-212-776-0777 
Email. admission@megascience.org
Website. www.megascience.org 

Contact us

Professional Institute

J-1 비자 수속 비용 결제 

(Refund Policy 참조)

DS 2019 우편물 수령 후 

J-1 비자 인터뷰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신청자 선정 후 관련 서류 우편 발송

비자승인 후 뉴욕 뉴져지 거주지 상담

J-1 Internship Requirement

J-1 Visa Process 

1.

2.

3.

4.

5.

학기시작일 -

1st Semester - January

2nd Semester - April

3rd Semester - July

4th Semester - October

1. 대학교 2학년 이상

2. 공식 영어 능력 성적

 * TOEFL iBT (70), IELTS (6.0),  TOEIC (635)
   또는 Amlotus Certificate of Completion 

Mega Science of  Technology

한국어 상담을 원하시면
스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