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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 있나요...?

SEATTLE, WASHINGTON USA

• 미국 전문대학의 수는 1,200개
• 미국 전문대학 중 국제학생 등록 수 순위에서 시애틀 센트럴은
6위 (2015-2016년도 국제교육 연구소 자료)

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시애틀 센트럴 대학을 선택할까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폭 넓은 다양한 프로그램
대학 편입 (“2+2”) 학위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

고등학교 졸업과정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편입 학위 과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4년제 대학으로 편입 할 수 있는
2년제 대학 학위를 동시에 받음

단기 프로그램
다수의 전공 분야에서 3-12개월 간 단기 프로그램 제공. 한 학기 해외 유학, Gap Year (고교졸업과 대학입학
사이 기간) 활용, 고등학교 및 그 외 단기유학 시 선택하는 최적의 프로그램

영어 심화과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문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영어 실력 향상

컬리지 브리지 (College Bridge)
대학과정, ESL 수업을 동시에 수강하고 편입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

전문직 & 기술 프로그램
그래픽 디자인, 웹프로래밍, 간호,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년 혹은 2년 동안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입지 조건
시애틀 시내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캐피톨 힐(Capitol Hill)에 소재한 본교 주위에는 레스토랑, 카페, 클럽,
영화관, 기타 상가들이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친절하고 안전한 도시이며, 여러 차례 ‘미주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명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현지 언론보도 및 수상
시애틀 센트럴은타임매거진의 한 조사에서 “올해의 대학”으로선정되었으며, 또한 뉴욕타임즈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지표”라는 기사에서 미국내 가장 성공적인 편입으로 알려진 11대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편입
외국인 학생들은 2년제 대학에서 준학위를 받은 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 2년간 더 공부한 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Columbia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UC Berkeley, UCLA,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을 포함한 그 외 많은 명문대학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편입 보장(TAG) 및 편입 준비(TAP) 프로그램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과 Santa Barbara,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Northridge, Seattle Universit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등 그
외에도 본 대학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대학으로부터 4년제 대학 편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주거 옵션
아름다운 본교 캠퍼스에 위치한 교내 아파트, 캠퍼스 외의 사설 아파트(대다수 캠퍼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혹은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지내는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장학금
국제 학생들에게도 매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학생 서비스, 시설, 및 교내외 활동
본교는 학업 자문, 개인 카운셀링, 편입 설명회, 워크샵, 학생 활동, 그리고 무료 개인지도와 같은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도서관, 컴퓨터실, 학생 식당 2개, 카페, 학생 센터/체육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해 60개 이상의 학생 클럽과 수 백개 이상의 다양한 학생 활동 행사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능력을 키우며,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타 재밌는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4번의 개강 시기 & 간단한 입학 절차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 학기 중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이 2년이든 혹은 2개월이든 입학
처리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입학절차는 대개 며칠이면 끝납니다.

토플(TOEFL) 점수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TOEFL, IELTS, SAT, ACT와 같은 특정 영어능력 시험 점수가 없어도 본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교에
도착한 후 레벨편성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