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인근에 위치 
 
4 년제 대학 학사학위의 시작을 저희 컬리지에서 시작하세요 

4년제 대학교로의 손쉬운 편입 

기숙사와 홈스테이 제공 

저렴한 학비 

토플 점수 없이 입학가능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시애틀로부터 북쪽으로 20분거리에 위치한 주립 2년제 

대학입니다. 저희 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20만 평방미터의 면적으로, 워싱턴 주 

린우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는 은행, 아파트, 레스토랑을 비롯한 다양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지역 정보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시애틀 다운타운으로부터 차로 25분 거리이며,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부터 4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에서캐나타 밴쿠버까지는 1시간 

반이 소요됩니다.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 주변에는  

푸젯사운드의 아름다운 해변과 공원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는 시애틀 교외 지역인 린우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조용한 도시 

분위기는 공부에 전념하는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0만 평방미터의 캠퍼스에는 

골프코스가 있고, 근거리에 은행, 우체국, 식당을 비롯한 다양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린우드시에는 앨더우드 몰을 비롯한 극장, 다양한 상점,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린우드 근처 에드몬드시는 푸젯 사운드 해안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에드몬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과, 상점, 미술관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국립 

공원이 위치한 올림픽 반도와 에드몬드시를 연결해주는 페리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시애틀은 마이크로 소프트, 스타벅스 커피, 아마존닷컴, 보잉회사의 본사가 있는 미국의 

경제 ,문화 중심지입니다. 시애틀 마리너스 야구팀, 싸운더스 축구팀, 씨호크스 

미식축구팀은 모두 시애틀을 연고로 한 스포츠팀들입니다.  
 
시애틀은 기술,예술,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혁신과 첨단기술로 유명한 대도시입니다. 

훌륭한 연극, 오페라, 교향악, 콘서트, 미술 전시등 다양한 문화행사는 대도시 시애틀의 

상징입니다.  뿐만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스키리조트, 보트, 하이킹 장소들이 도시 

곳곳에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레스토랑들은 유럽스타일과 

아시아 스타일의 결합으로 인한 독특한 풍미로 유명합니다.   
 
 
저렴한 학비와 훌륭한 교육환경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의 학비는 대부분의 미국 4년제 대학교 학비의 절반도 채 

안됩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취득한 전문 학사 학위는 미국 대학교 

학사학위의 2년으로 인정됩니다.   
 
캠퍼스안의 4 년제 대학교.  

센트럴 위싱턴 대학은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 캠퍼스에 있는 4년제 대학교로서, 

회계학, 비즈니스, 경영, 비즈니스 정보기술, 법학, 사회과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제공하고, 

회계학 석사학위 또한 제공합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과 센트럴 워싱턴 대학 학생들은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들으며, 도서관, 식당, 레이니어 플레이어 기숙사에서 함께 대학생활을 경험합니다.  
 
대학생활의 소중한 경험을 이곳에서 시작하세요! 

 2 년은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 
 2 년은 미국 대학교에서 

 = 
 4 년안에 미국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전문학사 학위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다양한 2년제 전문학사 학위 제공.an Associate of Arts, an Associate of Sciences, or Associate 

of Technical Arts. 아래의 학위를 취득하면, 학생들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위해 3,4학년을 보내게됩니다.아래의 과목들은 각 학위의 인기있는 

과목들입니다. 
 
학위 

문과대학 전문 학사 학위(Associate of Arts):  

회계학, 비즈니스, 인류학, 건축가준비과정, 미술, 커뮤니케이션, 경제학, 교육학, 영어, 

불어, 지리학, 독일어, 역사, 국제학, 일본어, 신문학, 음악, 철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스페인어, 연극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등등.. 
 
이과대학 전문학사 학위 (Associate of Sciences) :  

천문학, 생물학, 화학, 컴퓨터공학, 공학, 환경공학, 지리학, 수학, 의대준비과정, 

약대준비과정, 영양학 등등.. 
  
 
 
 
 
기술 전문학사 학위 (Associate of Technical Arts): 

비즈니스 정보 기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컴퓨터 애니메이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건설 

관리, 디지털 뮤직, 유아 교육학, 보건학, 원예학, 호텔관광학, 재료과학,항공 우주 제조, 

법률보조원, 웹디자인 등등.. 
    
대학교들 

아래의 미국 전역에 걸친 우수 대학들은 저희학교 학생들이 편입학한 학교들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워싱턴 주립 대학교 

코넬 대학교 

퍼듀 대학교 

럿거스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 

미시간 주립 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남가주 대학교 (USC) 

조지아텍 (GIT) 

시애틀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캔자스 대학교 

뉴욕 버팔로 대학교 

뉴욕 주립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 (CWU) 

그외 다수… 
 
고등학교 졸업 프로그램 

당신의 고등학교 졸업장과 전문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세요! 당신이 만 16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많은 

수업들은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교 학사학위를 위한 이수과목에 공통으로 만족합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1993년부터 유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로, 고등학교 졸업장/ 전문학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졸업생을 500명 

이상 배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해서, 저희 컬리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학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½ 년 동안의 고등학교 수업 이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평균 프로그램 

완료기간은 6개월입니다.  완료기간은 컬리지 입학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½ 년동안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 
 2 년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취득 

 = 
 4 년안에 고등학교 졸업장,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학위(Professional degrees) 와 인턴 경험 

2년안에 프로페셔널 학위를 취득하시거나, 6개월 코스의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이 학위들은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학 하는데,  또 인턴 경험의 기회를 잡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오피티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인턴경험을 쌓으세요 

자격증 혹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전, 1년동안 미국에서 

전공분야에서 인턴경험(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쌓을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공분야에서 또 한번 

1년동안 미국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½ 년동안 고등학교 수업 이수(고등학교 2-3 학년 학생들의 평균 프로그램 

완료기간은 6개월입니다.  완료기간은 컬리지 입학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 2 년안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 

 + 
 1 년동안 인턴경험 

 + 
 2 년안에 학사학위 취득 

 + 
 1 년동안 인턴경험 

 = 
 4 - 6 년 동안 자격증 혹은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취득 그리고 최대 2년간의 

인턴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 (IESL) 

저희 집중 영어프로그램 (IESL) 에서 빠른 시간에 영어를 배우세요. 대학수업 준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업과 관심을 위한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 특징: 

주간 20시간 교육 

소규모 수업  

기초반부터 고급반 까지 5개의 레벨로 구성 

토플시험 대비 수업 

쉬운 수업 등록 : 쿼터 시작 4주차 까지는 ESL 수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첨단 사양의 학습 기기: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미국인 학생 파트너와의 1:1 대화프로그램 

학생들은 매일 4종류의(독해,문법, 작문,말하기-듣기) 수업을 듣고, 연습합니다.   
 
특별 고급반 수업: 

발음교정 

고급 말하기/듣기 수업 

대학 수업 준비과정 
 
지역 사회의 파트너 

지역사회의 여러 기간과 와 근처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세요! 
 
유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일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에는 숙력된 어드바이저들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번역가들이 있습니다. 저희 컬리지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그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학생 여러분들의 성공을 일하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징과 오리엔테이션 

어드바이저들은 학생들의 학업, 비자, 문화와 관련된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매 쿼터 저희 컬리지는 신입생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학교 캠퍼스와 시애틀을 포함한 근처 지역들에 대한 적응을 

시작합니다. 
 
4 년제 대학 편입계획 

저희 학교의 편입학 어드바이저들은 유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매년 저희 학교 학생들은 미국 전역에 걸친 유명 대학들로 

편입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클럽동아리와  캠퍼스 활동 참여 
 
클럽에 가입해서 공통된 취미를 가진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저희 학교에는 

음악클럽부터 컴퓨터게임 클럽까지 다양한 클럽들이 있습니다. 연극 모임과 각 수업의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와 캠퍼스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용돈도 

벌고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야구, 배구, 농구, 축구를 비롯한 많은 

운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체육관, 운동기구, 학생 라운지, 게임실, 식당, 커피숍, 책방, 

현금인출기, 그리고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캠퍼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장학금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쿼터에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하우징 
 
레이니어 플레이스 기숙사 

캠퍼스내 위치한 레이니어 플레이스는 아파트 스타일의 미국학생과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각 방에는 개별 실과 화장실이 제공됩니다.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불과 

몇분이 채 안걸립니다.   

특징: 

개인 침실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4인실과 2인실 

침대, 책상, 가구 완비 

인터넷, 전화, TV 연결 

세탁실 

생활용품 구비 
 
학교 캠퍼스내에 위치하고 있는 레이니어 플레이스에는.. 

각층에 기숙사 사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파티, 여행를 비롯한 이벤트와  

그룹 스터디와 같은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미국학생들과 유학생들을 위한 180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와 하우스쉐어 

홈스테이 가족들은 유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가족처럼 지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1980년 이후부터, 저희 

지역의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가정들은 유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왔고, 학교와 

홈스테이 가정, 학생들은 계속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영어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며, 미국의 가족 생활을 경험하세요. 

홈스테이 가족들은 미국생활과 문화를 잘 소개해 줄 것 입니다.  
 
 
 
하우스 쉐어  

개인적으로 원하는 집과 아파트를 알아보고, 룸메이트와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공항 픽업 

레이니어 플레이스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학교가 제공하는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은 

공항픽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시내 버스들은 학교와 학교 주변을 계속해서 순환하며운행하고 있습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 캠퍼스 내부에는 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법 

온라인으로 지원하세요! 학교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 .edcc.edu 에서 지원서를  

인쇄하고 작성하신 후,  

팩스를 통해(팩스: 425.774.0455) 

또는 이메일을 통해(이메일 주소: iss_desk@edcc.edu ) 

또는 우편을 통해 지원서를 보내주세요.  

학교주소 :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Edmonds Community College 
20000 68th Avenue West 
Lynnwood, Washington 98036, U.S.A. 

 
컬리지에 입학하는데 토플점수를 비롯한 표준영어 점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시험을 통해서 컬리지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컬리지 수업 준비를 위한 집중 영어 프로그램(ESL)에 배정 

받습니다.  
 
토플 IBT 점수 55점 이상, CBT 점수 157점 이상,  PBT 480 점 이상   

IELTS 평점 5.0 이상, 혹은 Cambridge First Certificate  A, B, C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ESL 수업 수강없이 바로 대학수업을 듣게 되며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만 16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시작하세요! 
 
가을 쿼터는 9월에 

겨울 쿼터는 1월에 

봄 쿼터는     4월에 

여름 쿼터는 7월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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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전문대학 및 대학 북서부 위원회에 의해 인가받았으며, 

워싱턴 주 커뮤니티 컬리지및 기술대학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주소 :Edmonds Community College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20000 68th Avenue West 
          Lynnwood, Washington 98036, U.S.A. 
 
전화: 425.640.1518 

팩스: 425.774.0455 

이메일 : iss_desk@edcc.edu 

홈페이지 : http://international.edcc.edu 
 
 
에드몬드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취향 혹은 나이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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