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생 지원 안내서

왜 벨뷰
컬리지일까요?
캠퍼스
96에이커의 상록수로 둘러싸인 벨뷰
컬리지 캠퍼스는 아름답고 안전하며
현대적인 학업의 전당으로, 학생들은
신설된 교내 학생 숙소를 포함한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벨뷰 컬리지는 학생들에게
다방면의 대학 생활 경험을 장려하고
80개가 넘는 학생 클럽, 레크리에이션
활동,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
댄스 및 연극 제작을 지원합니다.

벨뷰 시

1000+
60+
17

유학생 1,000명

60개국출신

2019 IIE 오픈 도어즈
보고서(OPEN DOORS
REPORT)에서 유학생을 유
치하는 상위 40개
준학사 컬리지 중에서 BC
는 17위 차지

다양한 프로그램

벨뷰는 번화한 경제 환경과 활기찬
문화를 자랑하는 성장 중인
도시입니다. 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60% 이상이 학사 학위 소지자)
다문화적이며(주민의 39%가 외국
출생)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학사학위
• 대학 편입 학위
• 전문 및 기술
학위

• 자격증
• 영어 프로그램
• 국제고등학교
이수

학생 총수 29,120명 이상

대 시애틀 지역
대 시애틀 지역은 아름다운 대자연에 풍부한 고용
기회와 여가 활동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시애틀은
산업, 상업 및 문화 활동이 번창한 가운데서도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멋을 간직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국제 도시로, 넓은 경기장, 수십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수많은 대중 예술 사례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카페를 자랑합니다.

벨뷰 컬리지(Bellevue College,BC)는 저에게 진취성
과 다양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하는 빈번한 과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소중히 여기
는 법을 배웠습니다. BC에서 4년을 보낸
후 저는 충분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랑, 연
민, 미래에 대한 멋진 비전으로 가득찬 마
음을 갖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 Francois Mukaba
컴퓨터공학 전공 이학사(BS-CS)
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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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ernational Education (IE)

벨뷰 컬리지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위치:
기후가 온화하며 공기와 물이 깨끗하고 Microsoft, Nintendo,
Amazon 및 Starbucks 등 상징적인 기업들의 본거지인
대 시애틀 지역에 위치

학문적 우수성:
소규모 클래스,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전담 교수진, 무료 개인지도,
개인 상담 서비스 및 종합적인 취업진로 자원을 비롯한 풍부한 학생 자원 및
서비스

편입:
워싱턴 주에서 가장 큰 두 대학인 University of Washington 및 Washington State University를
비롯하여 Columbia, Cornell, Purdue, Berkeley, UCLA 및 기타 여러 대학을 포함한 미국 전역
일류 대학으로의 높은 편입률

유학생 지원:
경험이 풍부한 유학 담당 어드바이저에 의한 이민 및 학업 문제 관련 개별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입학부터 과외 활동 및 문화 적응에 이르기까지 International Education의
포괄적인 지원

학생 리더십
개발 기회:
유학생들은 학생 클럽, 프로그램, 조직에 자원 및 참여함으로써 개인
역량 및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캠퍼스 내 취업 자격이 있으며 동료 학생 멘토 또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
벨뷰 컬리지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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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능력 요건:
영어 능력 시험 최저 기준:
 IBT(Internet-based TOEFL) 점수 61점, 또는 TOEFL 지필 시험 점수 500점
 IELTS Academic 총점 6.0점, 과목별 점수 5.5 이상
 IGCSE English as a First Language 또는 O 레벨 시험에서 “C” 학점
 AP 영어 또는 문학/작문(English Language or Literature/Comp) 점수 3점

(3점은 English 101에 배정)
 IB English A시험 최저 점수 4점(4점은 English 101에 배정)
 Smarter Balanced ELA 점수 3점(이 옵션은 미국 내 고등학교 학생들만 선

택 가능. 3점은 English 101에 배정)
 Duolingo English Test 점수 95점

성적/학점 기준 옵션:

컬리지 레벨 프로그램

 BC의 집중 영어(Intensive English) 프로그램 이후 - 종합 능력

5(Integrated Skills 5)에서 "A-" 학점, 해당 쿼터 나머지 모든 과목 "B-"
 브리지 패스웨이(Bridge Pathway) 프로그램 "C-" 학점으로 이수
 다른 컬리지에서 BC English 101에 상응하는 과목으로 유효한 배치 결과

학사 학위 프로그램
현재 벨뷰 컬리지(Bellevue College, BC)는 12개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각 업종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커리어 지향적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catalog.bellevuecollege.edu/content.php?catoid=7&navoid=292에서 확인하세요.
 각 학사 학위 프로그램별로 입학 자격 요건, 기한, 수수료 및 합격자 선

정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국제 지원자는 반드시 국제 학생 입학 자격 요
건과 본인이 선택한 학사 학위 프로그램 입학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합니다.
 합격자는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만큼, 지원자는 BC 또는 미국 내 준학사
프로그램 레벨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국제 학생은 300 및 400 레벨 과정에 대해 상위 디비
전 비거주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7페이지의 "재정적 책임"에 관
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책임의 한계: 일부 지원 학사 프로그램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며 F-1 규
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BC 학사 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국제 교육
담당자 및 해당 프로그램 매니저와 모두 상의하세요.

준 학위 및 인증 프로그램

 미국 고등학교 또는 국제 학교에서 2년간 정규 영어 과목(비 ESL) 수강

및 누적 GPA 3.0 이상(사안별로 심사)
 미국 대사관의 공공 외교 대상 국가 해외 영어 사용 학교에서 합격 점수

를 받고 고급 레벨 5까지 성공적으로 이수 학교 담당자가 발급한 증명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심사합니다.
영어를 공식 언어 및 수업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
 다음 목록에 올라 있는 정식 승인 영어 사용 국가의 시민권자 증빙:

https://www.bellevuecollege.edu/international/future-students/
필수 제출 서류:
https://international.bellevuecollege.edu/에서 로그인 ID와 암호를 만듭니다
1.
2.
3.

4.

5.

대학 편입 준 학위:
 학사 학위 과정 첫 2년은 BC에서 일반 교육 과정과 전공 준비 과정을 이

수하면서 시작한 후, 미국 국내 대학 중 아무 곳으로나 편입해 이후 2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세요.
 편입 준 학위 전체 목록은 https://catalog.bellevuecollege.edu/content.
php?catoid=6&navoid=189에서 확인하세요.
전문직 및 기술직(Prof/Tech) 준 학위:
 커리어 집중 학생인 경우, 23개 전문직 및 기술직 준 학위 프로그램

이나 81개 단기 자격증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 BC에서 전문적 교
육을 받아 보세요. 전체 목록은 https://catalog.bellevuecollege.edu/content.
php?catoid=7&navoid=29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나면, F-1 학생은 USCIS의 승인을 받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유학생 실무 연수 취업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해 1년간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BC에서 관련 분야 학위 프로그램으
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준 학위 취득에 걸리는 예상 소요 기간은 2~2.5년이며, 대부분 자격증의
경우 3~18개월이 소요됩니다.
책임의 한계: F-1 학생의 경우 최소 45학점 이상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선택해
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 중에는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는 과정도 있습
니다. F-1 학생들의 경우 강의실 대면 강의 수강이 프로그램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대면 강의를 충분
히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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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온라인 국제 학생 지원서 양식 - 서명 서류 포함
환불 불가 지원 수수료 $50 온라인 결제
미국이 아닌 해외 주소로 발송되는 모든 입학 허가 패킷에 대해서는 지
원자가 eShipGlobal l을 통한 속달 배송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BC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 완전한 우편 주소가 기재된 항공 운송
장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a.
각 F-2 피부양자의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 날짜의 은행 계좌 내역서 - 최소 잔고 미화
26,130 이상
a. 각 F-2 피부양자 1인당 미화 $5,000 추가
b.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미국 거주 재정 후원자가
반드시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134])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효한 영어 능력 증빙
현재 재학 중 및/또는 이전 학교의 영어 성적증명서

미성년 학생(16~17세):
 모든 학생은 반드시 수업 개시일 전에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 목적 한정 위임장(Limited Power-of-Attorney for Healthcare

Purpose) 및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Attorney-in-Fact) 양식을 작성 및 서
명합니다
 본국에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컬리지 레벨 프로그램에 직접 입학
하고자 하는 미성년 학생은 반드시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빙 서류를 제
출해야 합니다(예: 졸업장, First Language English, 수학, 과학 및 기타 2개
과목을 포함해 최소 5개 과목에서 C 이상을 받은 IGCSE, O 레벨 시험 성
적표, 또는 학교 담당자가 발급한 졸업 예정 증명서)

International Education (IE)
IHSC(International High School Completion)
프로그램
벨뷰 컬리지(BC)의 IHSC(International High School Completion, 국제 고등학교
이수) 프로그램은 현재 16~17세로 아직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않았고
학업적 동기 부여가 확실한 F-1 학생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갖춘 학생
들은 IHSC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과 편입 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동
시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해당 쿼터 첫날 이전에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일(풀타임) 학업이 가능하도록 유효한 F-1 비자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본국이나 다른 곳에서 미국의 9학년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이

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미국의 10학년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이수를 강
력히 권장합니다
 학생의 본국이나 미국에서 아직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
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임의 한계: IHSC 프로그램은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이수하는 정규 컬리
지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은 반드시 학업적 동기 부여가 확실하고 성숙한 태도
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IHSC 학생들에게 편입 대신 국제 신입생 입
학 자격 요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 어드바이저 및 대학 입학 담당 카
운셀러들과 긴밀히 상의해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필수 제출 서류:
https://international.bellevuecollege.edu/에서 로그인 ID와 암호를 만듭니다
1. 온라인 국제 학생 지원서 양식 - 서명 서류 포함
2. 환불 불가 지원 수수료 $50 온라인 결제
3. 미국이 아닌 해외 주소로 발송되는 입학 허가 패킷에 대해서는 지원
자가 eShipGlobal l을 통한 속달 배송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
은 반드시 BC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 완전한 우편 주소가 기재된 항
공 운송장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a.
각 F-2 피부양자의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5.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 날짜의 은행 계좌 내역서 - 최소 잔고 미화
26,130 이상
a.
각 F-2 피부양자 1인당 미화 $5,000 추가
b.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미국 거주 재정
후원자가 반드시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134])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6. 컬리지 레벨로 직접 입학하고자 하는 IHSC 학생의 경우 영어 능력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
영어 능력 증빙이 없는 IHSC 학생의 경우 집중
ESL(Intensive ESL)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전문 번역사가 영어로 번역한 9학년 성적 포함 고등학교 성적증명
서
8. 작성 완료해 서명한 POA(Power-of-Attorney, 위임장) 및
AIF(Attorney-in-Fact,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양식
중요 참고 사항:
입학 허가 이후 모든 IHSC 학생은 반드시 본인의 공식 성적증명서를 IE에
보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9학년 성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에 넣고 봉해
속달 우편으로 IE로 발송해야 합니다.
 공식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 학교 공식 봉투에 넣고 봉해야 합니다
 발급 학교가 영어로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발급 학

교가 학생의 모국어로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인 번역사가 번역
해야 합니다.
 IE는 학생이 학교에 성적증명서 두(2) 부를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
부(비공식)는 번역과 온라인 지원 절차 업로드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한
부(공식)는 속달 배송을 통해 OIE에 발송 용도로 사용합니다.

ELI(English Language Institute)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브리지 패스웨이 프로그램
(Bridge Pathway Program)
브리지 패스웨이(Bridge Pathway)는 쿼터 길이의 컬리지 준비 프로그램으로,
컬리지 수준의 글쓰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과 학습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의 글쓰기 평가에 따라 2개
패스로 나뉩니다.
패스 1(Path 1, 15학점):
 AP(Academic Preparation, 학업 준비)(10학점)와 영어 93(English 93, 5학점)

으로 구성
 종합 능력 5(Integrated Skills 5) 담당 교사의 추천 또는 Writeplacer 시험

배치 결과
패스 2(Path 2, 18학점):
 AP(10학점), 영어 93(5학점) 및 ELIUP096(3학점)으로 구성

책임의 한계: 여름 쿼터 중에는 수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 학생이 패스 1
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https://international.bellevuecollege.edu/에서 로그인 ID와 암호를 만듭니다
1.
온라인 국제 학생 지원서 양식 - 서명 서류 포함
2.
환불 불가 지원 수수료 $50 온라인 결제
3.
미국이 아닌 해외 주소로 발송되는 모든 입학 허가 패킷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eShipGlobal l을 통한 속달 배송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BC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 완전한 우편 주소가 기재된
항공 운송장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a.
각 F-2 피부양자의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
일 포함
5.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 날짜의 은행 계좌 내역서 - 최소 잔고 미화
26,130 이상
a.
각 F-2 피부양자 1인당 미화 $5,000 추가
b.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미국 거주 재정 후원
		
자가 반드시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134]) 양식을 작
		
성해야 합니다
6.
유효한 영어 능력 증빙:
a.
IBT(Internet-based TOEFL) 점수 58점 또는 지필 TOEFL 점수 493점
b.
IELTS Academic 총점 5.5점, 과목별 점수 모두 5.0 이상
c.
Duolingo English Test 점수 85점
d.
BC 집중 영어(Intensive English) 레벨 5 이수
e.
ESL 랭귀지 센터(ELS Language Centers)에서 집중 레벨 109
이수
f.
캐플란(Kaplan)에서 고급 중급(High Intermediate) 레벨 이수
g.
75% 이상 성적으로 ALPS SIRWS 5 이수와 동시에 ALPS 랭귀지
스쿨(ALPS Language School)에서 CaMLA EPT 졸업 시험 최소 69
점 획득
h.
집중 영어 학교에서 최고 레벨 이수(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발급
한 공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안별로 심사합니다)
7.
영어로 된 성적증명서
미성년(16~17세) 학생:
1.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증빙
2.
작성 완료해 서명한 POA(Power-of-Attorney, 위임장) 및 AIF(Attorneyin-Fact,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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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P(International Business Professions) 프로그램
IBP(International Business Professions, 국제 비즈니스 전문직) 프로그램은 가
을과 봄 학기에 시작하는 정규(풀타임) 12개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1년
간 폭넓은 컬리지 레벨 과목들과 실용 영어 보조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학업 일정을 짜고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되는 커리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
하는 분야에서의 인턴십을 준비합니다.

4.

5.

자격 요건:
 학생은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자로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지원 시점에 요구되는 필수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프로그램 기간 중 계속 양호한 학업 성적과 이민자 신분
을 유지해야 최종 학기에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커리큘럼 실무
트레이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학생은 반드시 https://www.iccworld.co.jp/ibp/university/bellevue/에서 지정 에
이전시를 통해 IBP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https://international.bellevuecollege.edu/에서 로그인 ID와 암호를 만듭니다
1.
온라인 국제 학생 지원서 양식 - 서명 서류 포함
2.
환불 불가 지원 수수료 $50 온라인 결제
3.
미국이 아닌 해외 주소로 발송되는 모든 입학 허가 패킷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eShipGlobal l을 통한 속달 배송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BC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 완전한 우편 주소가 기재된
항공 운송장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a.
각 F-2 피부양자의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
일 포함
5.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 날짜의 은행 계좌 내역서 - 최소 잔고 미화
$33,980 이상
a.
각 F-2 피부양자 1인당 미화 $5,000 추가
b.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미국 거주 재정 후원자
		 가 반드시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134])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6.
컬리지 레벨로 직접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영어 능력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어드밴스 트랙). 트랙 A의 경우 IBT 점수 54점
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트랙 A(메인 트랙)의 경우 IBT 54점, IELTS Academic 5.0, Duolingo English Test 80점, 또는 기타 지정 방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영어 성적증명서와 고등학교 졸업 증빙

IE(Intensive English)/UP(University Prep) 프로그램
IE(Intensive English, 집중 영어) 랭귀지 프로그램은 BC의 컬리지 레벨 프로그
램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중심적 예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의 목표는 학생들이 컬리지 레벨의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별 수준은 배치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
다. 수업은 가을, 겨울 및 봄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학기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 30
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BC의 컬리지 레벨 프
로그램에 입학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약 9~12개월(3~4쿼터) 동안 공부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https://international.bellevuecollege.edu/에서 로그인 ID와 암호를 만듭니다
1.
온라인 국제 학생 지원서 양식 - 서명 서류 포함
2.
환불 불가 지원 수수료 $50 온라인 결제
3.
미국이 아닌 해외 주소로 발송되는 모든 입학 허가 패킷에 대해서는 지
원자가 eShipGlobal l을 통한 속달 배송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
은 반드시 BC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 완전한 우편 주소가 기재된 항공
운송장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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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a.
각 F-2 피부양자의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
일 포함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 날짜의 은행 계좌 내역서 - 최소 잔고 미화
26,130 이상
a.
각 F-2 피부양자 1인당 미화 $5,000 추가
b.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미국 거주 재정 후원자
		 가 반드시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134])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영어로 된 성적증명서

미성년(16~17세) 학생:
7.
작성 완료해 서명한 POA(Power-of-Attorney, 위임장) 및 AIF(Attorneyin-Fact,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양식.

LEAP(Learning English in Action Program)
학생들은 LEAP(Learning English in Action Program, 실용 영어 학습 프로그램)
을 통해 학생, 교사 및 프로그램 파트너들로 구성된 활발한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능력과 정통 문화 경험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국 생활과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고 지속가능
성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LEAP은 영어 고급 중급부
터 고급 레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LEAP은 1개 내지 2개 쿼터 프로그램
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LEAP은 다양한 유형의 비자를 소지한 모든 비원어
민 영어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예: F-1, H-4, L-2,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자).
자격 요건:
 고급 중급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그 능력 증명 기준은 다음

1.
2.
3.
4.
5.
6.

과 같습니다.
IBT(Internet-based TOEFL) 점수 52점 또는 지필 TOEFL 점수 470점
IELTS Academic 과목별 점수 모두 4.5점 이상
TOEIC 점수 550점
IE(집중 영어) 배치 테스트 결과 레벨 4 배정
BC에서 IE 프로그램 레벨 3 이수
ELI(English Language Institute) 지정 담당자가 사안별로 심사할 수 있
습니다

책임의 한계: LEAP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BC의 컬리지 레벨 프로그램에
필요한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https://international.bellevuecollege.edu/에서 로그인 ID와 암호를 만듭니다
1.
온라인 국제 학생 지원서 양식 - 서명 서류 포함
2.
환불 불가 지원 수수료 $50 온라인 결제
3.
미국이 아닌 해외 주소로 발송되는 모든 입학 허가 패킷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eShipGlobal l을 통한 속달 배송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
생은 반드시 BC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 완전한 우편 주소가 기재된 항
공 운송장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일 포함
a.
각 F-2 피부양자의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 유효 기간 만료
일 포함
5.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 날짜의 은행 계좌 내역서 - 최소 잔고 미화
26,130 이상
a.
각 F-2 피부양자 1인당 미화 $5,000 추가
b.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미국 거주 재정 후원자
가 반드시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134])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6.
영어로 된 성적증명서
7.
영어 능력 증빙 – 위 LEAP 자격 요건 참조

편입 학생
미국 내 다른 학교에서 BC로 편입하는 학생은 반드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입 학생의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2주 전까지 지원서 작
성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편입 IBP 학생은 (425) 564-3185번으로
IE(International Education)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IE)
이민국 관련 서류 사본을 업로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1 비자 사본 1부
 현재 유효한 I-20 양식
 I-94 서류(https://i94.cbp.dhs.gov/I94/#/home에서 가져옵니다)
 작성 완료해 서명한 편입 자격 요건(Transfer Eligibility) 양식

온라인 지원 요령:
 첫 번째 "프로필" 페이지에 입력하는 답에 따라 요건이 정해집니다. 신중
하게 답변하세요.
 위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서명 서류(Signature Documents)”를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모두 빠짐 없이 잘 보이게 스캔해 업로드합니다.
 상단의 “지원서 제출하기(Submit Application)” 버튼은 필수 단계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클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IE에서 지
원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자에게 입학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중요 - 학생이 에이전시나 가족을 통해 BC에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BC에
입학 허가를 받는 즉시 시스템 로그인 ID와 암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방법
1단계: https://www.bellevuecollege.edu/international/ 로 가서 로그인 ID와 암호를 만든
다음 아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https://www.
bellevuecollege.edu/
international/에서 로
그인 ID와 암호를
만듭니다

필수 정보 및 서류
를 입력 또는 업로
드합니다

지원 수수료를 결
제합니다

지원을
시작합니다

eShipGlobal l 사이
트로 가서 가입한
후 레이블(항공 운
송장)을 작성하고
결제합니다

2단계: 심사 기간 중(지원 서류를 업로드한 후)
 이메일을 자주 체크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청 받은 서류는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요령:

개인 이메일에서
임시 암호를 확인
합니다

암호를 재설정하
고 보안 질문 3개
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불충분한 서류가 있는 경우 IE에서 해당 서류를 다시 업로드해 달라고 요

청할 수 있습니다(예: 유효 기간이 지난 서류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은
행 내역서).
 학생에게는 자동 리마인더와 개인 맞춤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3단계: 입학 허가 이후:
 이메일을 자주 체크하면서 새로운 소식이나 입학 허가 안내가 있는지 확
인합니다.

서명 서류를
읽고 제출합니다

숙소 정보

재정적 책임
이 추정액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출 경비
조정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업료와 수수료는 국제 학생 오리
엔테이션 당일과 첫 수업일 이전 중 빠른 날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
니다. BC는 비자, 마스터카드, 개인 체크, 머니 오더, 현금 또는 은행 송
금을 이용한 납부를 받습니다. 사전 연단위 수업료 납부 옵션도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 송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ie@bellevuecollege.edu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서 연한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벨뷰 컬리지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1.
15학점(수업 3개) 기준, 컬리지 레벨 및 풀타임 집중 영어
프로그램
2.
BC의 I-20 대상 F-1 학생은 반드시 BC 재단(BC-Foundation)이 주선
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첫 번째 쿼터, 1회 한정 배치 수수료, IE 활동 수수료 및 IBP 활동 수
수료(IBP 한정)
4.
홈스테이 및 교내 숙소 옵션은 별도의 요금으로 제공
(8페이지 참조)
5.
차량을 소지한 학생의 예상 교통비는 연간 약 $1,236.

2020-21
학년도

IE(집중 영어)

1. IE에서 보낸 입학
허가 알림

2. NetID 생성

 본인의 학생 ID 번호
와 SEVIS 번호에 대
한 입학 허가 이메일
을 확인합니다
 eShipGlobal 사이트
에 업로드한 레이블
(항공 운송장)을 사
용해 원본 I-20가 발
송됩니다

 BC 웹사이트에서
NetID를 생성합니다
 최소 48시간을 기다
립니다
 이제부터는 본인
NetID와 암호를 사
용해 로그인합니다
(ID와 암호는 본인
만 알고 계세요!)

4. 숙소 & 도착을 준
비합니다

5. 도착 전
오리엔테이션

6. 오리엔테이션
& 등록

 교내 기숙사나 홈스
테이를 신청합니다
 항공편을 예약합
니다

 NetID를 이용해 TDS
에 로그인합니다
 학습 콘텐츠를 완료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
석합니다
 배치 테스트를 봅
니다
 어드바이저와 만나
수업을 선택합니다
 수업료를 납부합
니다
 온라인 접수를 완료
합니다

컬리지 레벨

학사 레벨

9개월

3개월

9개월

3개월

9개월

12개월

$2,913

$8,739

$3,229

$9,687

$6,262

$18,786

$11,973

$423

$1,269

$423

$1,269

$423

$1,269

$1,692

교재 및 필요 물품

$310

$930

$310

$930

$310

$930

$1,240

컴퓨터 / 기타 수수료3

$105

$273

$133

$287

$133

$287

$463
$14,824

$3,706

$11,118

$3,706

$11,118

$3,706

$11,118

교통비5

$120

$360

$120

$360

$120

$360

$480

기타

$826

$2,478

$826

$2,478

$826

$2,478

$3,304

합계

$8,403

$25,167

$8,747

26,129

$11,780

$35,228

$33,976

교외 거주/식사/공공 요금

4

I-20 금액

26,130

$35,230

 SEVIS I-901 수수료
를 결제합니다
 F-1 비자를 신청
합니다

IBP

3개월

의무 가입 의료보험2

수업료1

3. SEVIS I-901 수수료
& 비자 절차

$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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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옵션:
1. 교내 기숙사:
 벨뷰 컬리지는 2018년 9월에 처음 교내에 아파트 스타일의 기숙사 커뮤니
티를 오픈했습니다. 커뮤니티는 다양한 아파트에 총 400명의 학생을 수용
합니다. 아파트에는 정식 주방과 욕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에는 학습,
회의 및 모임을 위한 다양한 공용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 요금 및 신청 관련 정보는
www.bellevuecollege.edu/housin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기숙사 부(Housing Department), 전화: (425) 564-1700 또는 이메일:
housing@bellevuecollege.edu
FAQ(자주 묻는 질문):
www.bellevuecollege.edu/housing/faq/를 참조하세요.
2.

홈스테이:
 벨뷰 컬리지는 3개 하우징 업체들과 손잡고 학생들의 홈스테이와 하우스

셰어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들 중 한 곳에 연락해 홈스테이를 알
아보시면 됩니다. 홈스테이 업체는 학생이 도착하기 전, 호스트 가족을 찾
는 데 최소 8주~10주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찍 신청하세요.
 American Homestay Network: www.homestaynetwork.com
 Intercultural Homestays & Services, Inc.: www.homestaysinseattle.com
 USA International, Inc.: www.ushomestay.com
3.

아파트:
 입주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려면 고용 이

력 및/또는 신용 이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월세에는 전기, 가스, 상-하

수도, 쓰레기 처리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벨뷰에서 침
실 1개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088입니다.

벨뷰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곳의 평화로운 환경은 모든 국제 학생들을 환
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정말
다양한 학생 동아리들이 있어서 제 관
심사를 탐색해 보고 새 친구들을 사
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워크
샵을 통해 제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
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드바이저들이 이곳
에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는데, 이 조언들이 제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의
학습 여정에 자신감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 웬이 쑨 (Wenyi Sun)
편입 준 학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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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학생 동아리
BC에는 80개가 넘는 학생 운영 동아리와 10개의 학생 운영 프로그램이 있
습니다. 동아리나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른
문화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몇
동아리를 예로 들면 ASA(African Student Association, 아프리카 학생 협회),
ELI Band, ESL, International Talk Time, Katarou-kai, Latin American Culture
Club(라틴계 미국 문화 클럽), LGBTQ Resource Center(성소수자 리소스
센터), Muslim Student Association(이슬람교 학생 협회), SACNAS (Society
for Advancement of Hispanics/Chicanos and Native Americans in Science,
히스패닉/치카노 및 미국원주민의 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소사이어티),
Taiwanese Student Association(대만 학생 협회) 등이 있습니다.
국제 학생 협회(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미국 학생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온 국제 학생들과 만나 교류해 보
세요. 인터내셔널 나이트(International Night), 현지 축제 및 그 외 문화 행
사 등 연중 내내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리더십 인스티튜트(Leadership Institute)
다양한 과정, 워크샵, 연수, 컨퍼런스 및 자원봉사자 체험을 통해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www.bellevuecollege.edu/stupro/에서 확인하세요.
공연 예술
BC는 학점 수업과 학생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음악, 춤 및 연극 공연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www.bellevuecollege.edu/theatrearts/에서 확인하세요.
스포츠
BC는 테니스, 야구, 농구, 골프, 축구, 소프트볼, 배구를 포함해 여러 개의
주 및 전국 공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C의 스포츠 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bellevuecollege.edu/athletics/sports/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배드민턴, 가라데, 배구, 암벽 등반 등 다양한 과목의 체육 수업과 더
불어, 하이킹, 카약타기, 북서부 피트니스 탐사 등 야외 수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정 목록은
www.bellevuecollege.edu/class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IE)

중요한 날짜 및 기한

아래 날짜는 잠정적인 것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IE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권장
지원 기한1

2020-21 학년도
해외

잠정적 교내 기숙사
입주일2

오리엔테이션 &
납부 기한

테스트3 & 등록

수업 시작

수업 종료

9월 21일

12월 10일

미국 국내

집중 영어(ESL) 및 브리지 패스웨이
2020년 가을학기

8월 10일

9월 4일

9월 9일

9월 14일

9월 15일

2021년 겨울학기

11월 23일

12월 18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월 4일

3월 25일

2021년 봄학기

2월 26일

3월 19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5일

4월 8일

6월 25일

2021년 여름학기

5월 25일

6월 18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6일

8월 19일

9월 21일

12월 10일

국제 고등학교 졸업 포함 컬리지
2020년 가을학기

8월 10일

9월 4일

9월 9일

9월 10-11일

9월 11-18일

2021년 겨울학기

11월 23일

12월 18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3-31일

1월 4일

3월 25일

2021년 봄학기

2월 26일

3월 19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8일

4월 8일

6월 25일

2021년 여름학기

5월 25일

6월 18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7월 2일

7월 6일

8월 19일

2020년 가을학기

8월 10일

9월 4일

9월 9일

9월 10-11일

9월 11-18일

9월 21일

12월 10일

2021년 봄학기

2월 26일

3월 19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8일

4월 8일

6월 25일

IBP

1) 이 기한들은 단순히 권장 사항이며, 지원자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지원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마감 기한에 맞춰 접수되는 지원서의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만 입학 보장은 없습니다.
2) BC 교내 기숙사를 신청하시는 경우 www.bellevuecollege.edu/housing/important-dates/에서 입주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착 시, 기숙사의 입주
준비되지 않은 경우 본인 경비 부담 하에 근처 호텔에 숙박하시기 바랍니다.
3) 집중 ESL 학생들은 English Language Institute가 실시하는 ESL 배치 테스트에 응시하게 됩니다. 컬리지 레벨 학생들은
www.bellevuecollege.edu/testing/에 나와 있는 Testing Center의 일정을 참조해 개별적으로 영어 및 수학 테스트를 신청하면 됩니다.

의무 가입 의료보험 정보

 BC의 지정 IBP 추천 에이전시의 추천을 받은 학생(IBP 프로그램 과정

아래 의료보험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명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여러분은 다음 조건을 이해하고
수락하며,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2017년 가을학기부터,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유학생 실무

컬리지 사고 & 질병 보험 의무 가입:
국제 학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조건으로, BC의 I-20에 올라 있는 F-1 비
자 소지자는 반드시 승인 받은 방학과 최초 RCL(Reduced Course Load, 수
업 감소) 학기를 포함해, 매 쿼터마다 BC 재단(BC Foundation)이 주선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자격 요건 및 보장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fiig-insuranc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에만 해당)
연수 취업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의무 의료보험 가입 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Firebird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 보험
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연도 중 미화 $250,000를 초과하는 보장 한도를 포함해, 추가 보
장 보험이 필요한 학생
보장 범위 및 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206) 909-8550번으로 Firebird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에는 치과 및 안과 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에서는 기존
질환 제한이 적용되며, 6개월 대기 기간과 3개월 소급 기간이 포함됩니다.
일부 학생의 경우 이 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불가 대상자:
1) 미국 시민권자, 2)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3) 비인가 파트타임(12학
점 미만) 학생, 4) 보험 연간 두 번째(이상) 의료 RCL을 갖는 학생.
의무 가입 의료보험은 국제 공동 자금지원 합의(International Shared Funding Agreement)에서 BC 재단이 부과하는 요건입니다. BC 재단이 주선하는
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하는 F-1 학생의 경우 즉시 다른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장 증빙을 IE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제외
대상:
 미국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해 가족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제3자 후원을 통해(예: SACM) 경비와 보험 보장을 받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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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프로그램
전체 목록은 https://catalog.bellevuecollege.edu/content.php?catoid=7&navoid=29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
BAS 응용 회계, 180cr
BS 컴퓨터 공학, 180cr***
BAS 데이터 애널리틱스, 180cr***
BAS 디지털 마케팅, 180cr***
BS 의료 서비스 정보학, 180cr***
BAS 건강 및 웰니스, 180cr***
BAS 의료 서비스, 경영 및 리더십, 180cr***
BAS 정보 시스템 & 기술
•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공, 180cr***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공, 180cr***
• 사이버 보안 및 시스템 관리 전공, 180cr***

BAA 인테리어 디자인, 191cr***
BAS 분자 생명과학, 180cr***
BS 간호, 185cr***
BAS 방사선 및 조영 과학
• 진단 의료 초음파진단 전공, 180cr***
• 의료 선량측정 전공, 180cr***
• 원자 의학 전공
기술 전공
*** 선별적 입학
책임의 한계: 일부 학사 프로그램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며 F-1 규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BC 학사 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국제 교육 담당자 및 해당 프로그램 매니저와 모두 상의하세요.

편입 준 학위+ (DTA = Direct Transfer Agreement[직접 편입 협약], MRP = Major Related Program[전공 관련 프로그램])
예술 및 과학 준 학사 AAS-DTA, 90cr
비즈니스 준 학사, AB-DTA/MRP, 90cr
수학교육 준 학사, AME-DTA/MRP, 90cr
음악 준 학사, DTA/MRP, 102-104cr
과학 준 학사, 트랙 1 – 생물, 환경/자원, 		
화학 및 지구과학

과학 준 학사, 트랙 2
• 공학 MRP** 화학 및 바이오공학, AS
• 공학 MRP** 토목, 기계 및 기타 공학, AS
• 공학 MRP** 전기 및 컴퓨터 엔지니어링, AS
• 물리, 대기 과학 및 공학, AS

전문직/기술직(비 편입)†
AA 회계, 92-94cr
AAS-T 회계 어시스턴트, 94-99cr
AAS-T 지원 의료, 90cr
AA 비즈니스 관리, 90cr
AAS-T 비즈니스 관리, 90cr
AA 비즈니스 기술, 90-93cr
AAS-T 형사 사법, 90cr
AA 진단 초음파, 122cr***
AAS-T 디지털 마케팅, 97cr
AA 디지털 미디어 예술, 90-91cr
AA 조기 교육, 90cr
AAS-T 조기 교육, 93-94cr
AAS-T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91cr
AAS-T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91cr
AA 인테리어학, 95cr
AA 마케팅 관리, 97cr
AAS-T 분자 과학 테크니션, 94cr
AAS-T 네트워크 서비스 및 컴퓨팅 시스템,
OS 관리 트랙, 90cr
AAS-T 네트워크 서비스 및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트랙, 93cr
AAS-T 네트워크 서비스 및 컴퓨팅 시스템,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서비스 트랙, 93cr
AA 신경진단 기술, 103cr
AA 원자 의료 기술, 96cr***
AAS-T 간호, 135-140 cr (비 입원)
AAS-T 간호(풀타임), 135-140 cr***
AA 방사선 요법, 120 cr***
AA 방사선 기술, 101cr***
AAS-T 로봇공학 및 인공 지능, 90 cr
CERT 회계 어시스턴트. 46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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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행정 어시스턴트, 51cr
CERT 고급 비즈니스 기술 전문가, 48cr
CERT 고급 동영상 제작, 48cr
CERT 음주 및 약물 상담, 50cr
CERT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지원 전문가, 45cr
CERT CISCO 지원 테크니션, 46cr
CERT 임상 검사실 어시스턴트, 50-59cr
CERT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서비스, 46cr
CERT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개발, 45cr
CERT 조기 교육, 47cr
CERT 응급실 테크니션, 52cr
CERT 의료 정보과학, 49cr
CERT 의료 유닛 코디네이터, 63-72cr
CERT HR 어시스턴트, 48cr
CERT 의료 행정 어시스턴트, 48-57cr
CERT 의료 어시스턴트, 83cr
CERT 의료비 청구 및 코드 부여, 63cr
CERT 의료 조영 선량측정, 83cr***
CERT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지원, 45cr
CERT .NET 프로그래밍, 45cr
CERT OS 지원 전문가, 45cr
CERT 정맥절개술 테크니션, 45-54cr
CERT 모바일 및 웹 개발 프로그래밍, 45cr
CERT 판촉 마케팅, 45cr
CERT 방사선 조영 방사선전문의 어시스턴트, 89 cr***
CERT 리테일 마케팅, 45 cr
CERT 웹 마케팅 전문가, 54-56 cr
+간행 시점 기준 최신 정보. 현 시점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선별적 입학. 학생은 반드시 프로그램에 합격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IE)

편입 협약

1학년 & 2학년

3학 년 & 4학년

@ 벨뷰 컬리지 =

@ 벨뷰 컬리지 또는

준 학위

대학교로 편입

벨뷰 컬리지는 아래에 나와 있는 미국 대학교들과
편입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학생은 목록에 있는 학교
중 1개 학교에 대해 조건부 입학 허가 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izona State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Gonzag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Johnson & Wales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eattl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일반 환영 서신)
University of Idaho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학사 학위
(4년)

벨뷰 컬리지의 국제 학생들은 미국 내 다양한
대학교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2018-19년도에 본교
학생들이 편입한 대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Arizona State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Northeastern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Binghamton, Buffalo
The Ohio State University
The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SCAD), Atlant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avis, Los Angeles,
San Diego, Santa Barbara, etc.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t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Bothell, Tacoma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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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ducation
지원서 제출처:
International Education
Bellevue College
3000 Landerholm Circle SE
Bellevue, WA 98007-6484 U.S.A.
(425) 564-3185
(425) 641-0246 Fax
ie@bellevuecollege.edu
www.bellevuecollege.edu/international
벨뷰 컬리지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언어, 민족, 종교, 재향군인 신분, 성별,
성적 정체성 또는 표현을 포함한 성적 지향성, 장애 여부 또는 나이에 따라 프
로그램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www.bellevuecollege.edu/policies/에서 정책
4150을 확인하세요. 차별 방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담당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425-564-2641, 사무실 C227 및 EEOC/504 준수 담당자,
425-564-2178, 사무실 R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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