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들이

Whatcom 을 선택하는 이유

COMMUNITY COLLEGE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
www.whatcom.ed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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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프로그램

4년제 대학교 편입
WCC에서 첫 2년 과정을, 이어서 4년제
대학교에서 나머지 2년 과정을 이수합니다.

학위$$
2 + 2 = 학사
학비 절약

4년제
WCC에서
대학에서 이수
이수

Whatcom 출신 외국인 학생들이
아래의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Arizona State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Indiana University
Montana Stat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Pacific Lutheran University
Penn State
Texas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Colorado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Oregon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이 외 다수…

편입 선호 전공:
경영
컴퓨터 공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공학

수학
커뮤니케이션
호텔 경영 및 관광
예술
이 외 다수…

자세히 보기

ESLA(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cademic) 프로그램
u 영어 문법, 쓰기, 말하기, 읽기 분야에서
5단계 심화 과정을 제공합니다.
u 대학 편입 과정 학생은 영어(ESL)
및 학과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프로그램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
Whatcom은 프로그램 졸업생이
학습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적 및 기술적 학위와
인증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은 1년 또는 2년
프로그램으로, 단일 프로그램으로
이수하거나 다른 학위 및 인증과
결합시키실 수 있습니다.

u 단일 과정의 시간과 비용으로 2년 동안 2
개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u 워싱턴주 고등학교 졸업자격 및 대학교
편입 가능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의 말
“벨링햄은 제가 성장하고, 뒤돌아볼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미국 생활
및 학업에 적응하게 해 준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며, 다른 곳에서도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Chun Yan Robin Chan, WCC 졸업생
UCLS 재학 중인 홍콩 학생

“벨링햄은 안전한 도시로,
현지 주민들도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Waru Phanthumkomol, WCC 졸업생
태국에서 온 University of Washington
학생

“WCC에서 강사에게 질문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규모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을 나누고, 능동적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Ribka Tanzil, WCC 졸업생
UC Berkeley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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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자문

주택 서비스
u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홈스테이

WCC는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1:1 자문을 제공합니다.

u

대학에서 임대한 아파트

u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기숙사(빈 방이 있는 경우)

u

캠퍼스 외부 아파트 임대 도움

국제 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입학 및 비자 처리 자문
공항 마중(pick-up) 서비스
u 학업, 개인 문제 및 이민 관련 자문
u 오리엔테이션
u 홈스테이 프로그램
u 아파트 임대 서비스
u 동료 멘토 프로그램
u 대학 편입 자문
u 무료 교습 서비스
u 인턴십 기회 제공
u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u
u

p

WCC 국제
프로그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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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위치 조건

뛰어난 위치 조건
u

워싱턴주 밸링햄 소재

u

인증 받은 공립 2년제 칼리지

u

평균 재학생 7,000명

u

30여 개국에서 온 150여 외국인 학생

u

차량 이용시 시애틀(Seattle)까지 90분,
밴쿠버(Vancouver)까지 60분 소요

u

인구 8만 명 중 2만 명 이상이 칼리지
재학생

u

웨스턴워싱턴대학교(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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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 아 주 밴 쿠 버

F 워싱턴주 벨링햄
l

워싱턴주 시 애 틀

p

북

벨링햄은 산과 물로
둘러 싸인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학교 생활

연락처
즐거운 학교 생활
u

프로 및 대학 스포츠 행사

u

시애틀, 밴쿠버로 여행

u

체계화된 레크리에이션 활동

u

클럽, 연합, 체육, 공연,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등

Whatcom Community College
International Programs
237 W. Kellogg Road
Bellingham, Washington 98226
U.S.A
전화: +1.360.383.3240
이메일:international@whatcom.ctc.edu
www.whatcom.ctc.edu/international

COMMUNITY COLLEGE
WCC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