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대학 진학을 결심하였지만, 그 당시 제가 

알고있는 미국 대학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학원을 찾아갔고, 유학원을 통해서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 (Edmonds Community College) 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저로서는 Community College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처음에는 모든것이 생소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1년 반 동안의 시간은 저의 인생을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공부하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교실에서, 선생님과 보다 가깝게 마주하고 수업을 

들음으로써, 가족적인 수업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영어가 

익숙지 않았던 제가 처음부터 100~300 명씩 가득 들어찬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더라면, 저는 아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을 것 

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눈높이를 맞추어주신 선생님의 지도와 관심은 그 

당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시애틀 다운타운과 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에드몬드 

비치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벗어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의 최대장점은 국제학생부가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세심히 학생들을 배려해준다는 점입니다. 유학생들은 공부외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면, VISA문제, 수업료납부, 

보험문제등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국제학생부는 그러한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와 관광지 여행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주었습니다. 덕분에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의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고,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대학으로 편입을 할 계획이고, 그곳에서 전기공학과 경제학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저의 유학생활에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디딤돌을 딛고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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