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환경)

대학 편입 영어 집중 과정 고등학교 수료

» 편입 전문 상담가
» 교내 기숙사
» 저렴한 학비
» 개인 상담
» 좋은 학습 환경
» 아름답고 친근한 캠퍼스

상위권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최적의 선택
전 세계 유학생이 선택하는 Green River College 2+2 프로그램: GRC에서 2
년간 공부 (필요한 경우 영어 집중 과정 추가) 이후 대학에서 추가 2년 저희 
칼리지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세계 상위 100대 대학 (ARWU) 또는 미국 상위 
100대 대학 (미국 뉴스) 등을 비롯하여 유수의 명문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아래에서 진학 가능한 대학 목록을 확인하세요. 
American University
Baylor University
Boston College
Boston University
Brigham Young University
College of William and Mary
Colorado School of Mines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Emory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eorgia Tech
Indiana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Miami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Northeastern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pperdine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Rutgers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Syracuse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Tulane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University of Colorado

University of Denver
University of Florida
University of Georgia 
University of Illinois /UIUC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niversity of Miami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Rochester
University of San Diego
University of San Francisco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 
Utrecht University, Netherlands
Virginia Tech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대학원 과정 
Green River 졸업생은 다음 목록과 같은 
명문 대학의 대학원으로도 진학합니다: 
Cambridge University, UK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x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China
University of Toronto
Yale University

International Programs
12401 SE 320th Street 
Auburn, WA 98092-3622 
USA
전화: 1 (253) 288-3300
www.facebook.com/grcciis

www.greenriver.edu/international을 방문하시거나
international@greenriver.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린리버 컬리지 
과정

미국 대학 과정 

학사 학위 과정 

미국에서 공부하세요

"2+2" 대학교 편입
학생들은 Green River 칼리지에서 대학교의 
2년*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가
함께 교양수업 및 전공 기초수업을 포함
개인 편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번째 쿼터
학생들은 필수 이수과목인 국제 학생 대
경험 과정을 이수하여 성공적인 학업 수료
위한 준비를 합니다. 
*평가 및 배치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이 인정되지 
별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위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완벽한 
대학편입의 길. 파트너:

Arizona State University 
Baylor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
Embry-Riddle Aeronaut

www.greenriver.edu/international/univers
transfer-pathway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인기 전공 
경영학, 컴퓨터 공학, IT, 공학, 수학, 
디자인, 보건학, 언론학, 항공학 등. 

집중 영어과정 
완벽한 영어 구사를 목표로 주당 20시간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 인정 

고등학교 수료
워싱턴주 고등학교 졸업 자격과 대학 
자격을 모두 취득하여 비용과 시간을 아낄
있습니다. 

주거 안내 
"캠퍼스 코너 아파트"로 불리는 캠퍼스 내 기
또는 외부 홈스테이 중 선택이 가능합
공항 픽업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16살 이
청소년은 17살이 될 때까지 호스트 가족과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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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eattle Un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University of California , Irvine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iversity of Or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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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안내 
미국 워싱턴주 오번 (시애틀 근교): 미국 태평양 
북서부 교외 지역 소재 

칼리지 유형 
1965년 설립되어 정부 지원을 받는 2년제 대학 

학생 안내 
8,000명의 총 학생 수
1,600명의 국제 학생 수
66개 국가

가장 많은 유학생 국가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입학 요건 » 국제 학생 입학 신청서 
» 재정 보증금 최소 $21,000
» $50의 환불 불가능한 입학 지원 신청비*
» 학기 시작 시 만 16세 이상
» 주거 옵션: GRC 기숙사 선택 시 $300의 환

불 가능한 배정 비용*(공항 픽업 서비스
비용 포함)

» 최종 학교 (학력) 성적 증명서(추천)
» 여권 사본
» 편입 학생은

www.greenriver.edu/international을방문
하여 Transfer-In 서식을 작성하세요.

* 비용 지불은 www.greenriver.flywire.com을  
통해 가능합니다.

비용 학기 학년 
(3개월) (9개월) 

총 비용 $7,000, $21,000
수업료* $3,450, $10,350
기타 비용 
생활비 $3,000 $9,000
수수료* $201 $603
교재 $349, $1,047
*12-18 학점 기준 

TOEFL/IELTS 요건
TOEFL 61, IELTS 5.5, 모든 점수 대역 5.0+
=아카데믹 과정 입학 허가.
영어 집중 과정 수강 시에는 TOEFL 또는 
IELTS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날짜 및 기한 

가을 학기: 2020년 9월 – 12월 

권장 입학 지원 마감일  

입주일 

시험/오리엔테이션 시작일 

학기 시작 

학기 종료 

2020년 8월 15일

2020년 9월 08&09일

2020년 9월 10일

2020년 9월 21일

2020년 12월 10일

봄 학기: 2021년 3월-6월 

권장 입학 지원 마감일 2021년 2월 15일

입주일 2021년 3월 25일

시험/오리엔테이션 시작일 2021년 3월 26일

학기 시작 2021년 3월 31일

학기 종료 2021년 6월 17일 

겨울 학기: 2021년 1월 - 3월 

권장 입학 지원 마감일  

입주일 

시험/오리엔테이션 시작일 

학기 시작 

학기 종료 

2020년 11월 15일

2020년 12월 27일

2020년 12월 28일

2021년 1월 04일

2021년 3월 23일

여름 학기: 2021년 6월-8월 

권장 입학 지원 마감일  2021년 5월 15일

입주일 2021년 6월 22일

시험/오리엔테이션 시작일 2021년 6월 23일

학기 시작 2021년 6월 28일

학기 종료 2021년 8월 19일

그린 리버(GRC) 칼리지는 기회균등 교육 기관 및 고용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greenriver/accessibility를 참고하세요.
중요한 안내 사항: 미국 법에 따라 최근 연간 안전 및 화재 보고서는 지난 3년간의 통계를 포함하며 greenriver.edu/ClearyASFR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RC Safety, 12401SE 320th Street, Auburn, WA 98092에 사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시행 

[2020-2021 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