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to Green River College
그린리버 컬리지

www.greenriver.ed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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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에 위치한 Green River

시애틀 과 근접한

Auburn (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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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린리버 칼리지 (GRC)를 선택하는가?

• 미국 내 명문대학으로의 편입기회

• 학생들을 위한 새로 건축된 캠퍼스 내의 기숙사 아파트

• 직접 학생들을 친절하게 상담하고 돕는 상담 선생님들

• 저렴한 학비

• 한 수업당 적은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음.
• 시애틀과 근접함

• 안전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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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rary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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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chnology Center
과학기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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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Building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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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sh Hall
셀리쉬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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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Union
학생회관



그린리버 컬리지 소개

• 총 8,000명의 학생

• 약 63개 국가에서 온 1,750명 가량의 유학생

• 캠퍼스 내 기숙사 아파트와 홈스테이 선택권

• 캠퍼스 내의 무선 인터넷 사용가능

• 학생들을 위한 100여 대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과학기술 센터

• 100여대의 컴퓨터를 소유한 캠퍼스 내 도서관

• 학생들을 위한 무료 이메일과 인터넷 서비스

• 푸른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 같은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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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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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River에서 무엇을 제공하는가?

• 대학편입 프로그램(ACADEMIC)

• 영어 연수 프로그램(IESL)

• 고등학교 졸업과정(HSCP)

• 공백기간(갭이어) 프로그램

• 학위와 자격증 12

대학 편입 프로그램

2 년 GRC에서 대학 학점 취득

2 년 미국의 4년제 대학에서 학점
취득

4 년 미국 4년제 대학의 학위
취득

+



Green River 학생들이 편입한 대학들
• 워싱턴 주립대학교
• 유씨 버클리
• 코넬 대학교
• 스탠포드 대학교
• 브라운 대학교
• 콜럼비아 대학교
• 죤스 홉킨스 대학교
• 미시건 주립대학교
• 펜실베니아 대학교
• 조지아 테크
• 남켈리포니아 주립대학교
• 북케롤리나 주립대학교
• 텍사스 대학교
• 일리노이 대학교
• 오레건 주립대학교
• 인디아나 대학교
• 펄듀 대학교
• 오하이오주 대학교
• 케롤리나 주립대학교
• 등등의 더 많은 일류 대학교

13



Academic Advising Team
상담 팀

Sandra Spadoni Adam Beals Jackie Li

Ellen Lambert Andaiye Qaasim Andrew Turgeon



Intensive English Advising Team
IEP상담 팀

15

Clara (Eun Hee) ParkJean Sauvion



학생들의 주 편입전공 분야

• 경영
• 공학
• 컴퓨터 과학
• 미술/디자인
• 건축
• 통신 (Communications)
• 항공
• 신문방송학 (Journalism)
• 방송 (Broadcasting)
• 환경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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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 학비비교(2016-2017)

17미시간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그린리버
커뮤니티
컬리지

일년 학비

$46,528 
$38,040 

$34,278 

$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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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연수 과정 (Intensive English Program)

• 미국의 칼리지나 대학에서의
학교수업을 위한 준비프로그램

• 5단계의 레벨 (기초부터 대학과정
대비)

• 강좌내용: 문법, 독해, 작문, 회화

• 토플 준비과정

• 토플 시험이 매 쿼터 말에
학생들에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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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과정
(High School Completion)

고등학교 졸업가정을 통해 우수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

• 대학 과정의 수업을 들으면서 준학사 학증과 워싱턴 주에서 공증하는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음

• 미국 역사, 시민/정부, 그리고 생물관한 수업들을 꼭 들어야 함

• 고등학교 학위를 받는 시간은 여태 들어온 수업들(성적표에 적혀있는)과 배치고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야 함

*   배치고사에 의해서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서 인정이 안된 몇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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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자격증

• 문과 준 학위
• 이과 준 학위
• 비지니스 준 학위
• 다양하고 많은 여러 과목들의 자격증:

• 국제비지니스
• 항공
• 방송
• 유아교육
• 물리요법
• 구술 커뮤니케이션
• 상수도 공업기술
• … 75개가 넘는 그 외 자격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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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험 (College Experience)

• 미국의 새로운 문화와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목표함

• 학생들은 대학교 성적 향상과 유지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움

• 영어 수준이 충분하고 일반 대학과정 수업들을 듣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과정임

• 수업 시간은 학생들의 일반 수업 이외의 일주일에 3시간

• 수업은 첫번째나 두번째 쿼터 중, 첫 5주동안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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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기본 다지기 프로그램
(Foundation for Success)

• 첫학기 새 학생들에게 모두 요구되는 수업

• 공부 생활이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학생들은 멘토들과 프로그램 스탭들과 함께 주마다 열리는 워크샵에 참여함

• 주제는 학생들과 삶, 개인적인 건강과 안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결정 내리기, 
그리고 시간 관리를 포함함(미국에서의 삶의 전반적인것들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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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Fair
편입관련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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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rograms Housing
하우징 관리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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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di Rapier           Emilee Findley       Amber Gibson      Jingzhu Jude Guo     Theresa Torell



거주지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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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캠퍼스 코너
아파트 (CCA)

미국인 호스트 패밀리



호스트 패밀리(홈스테이)

• 한달 $675

• 공항 픽업

• 주변 지역 설명

• 도착 후 캠퍼스 견학

• 개인공간 보장

• 은행 업무 도움

• 미국식 식사 ( 3번의 식사)

• 장거리 전화카드 제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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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Campus Corner Apartment(CCA))

• 공항 마중, 주변 지역 설명, 
장보기와 은행업무 도움 등

• 매 호마다 네 개의 방과 두 개의

화장실 및 욕실, 부엌과 넓은 마루

및 식사공간이 있음

• 학생 개인 방

• 방은 모든 가구가 완비되어있고
렌트비에 포함된 인터넷, 케이블
텔레비전과 전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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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코너 아파트 (CCA)
• 식사 개인 해결

• 학생들이 입사할 때 침대시트, 이불, 

베개, 타월, 식기 등을 지급함

• 기숙사 오피스에 여러 대의 세탁기와

와이드 스크린 TV와 식기구, 부엌, 소파

및 여러 대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룸

• 모든 관리비는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음

• 어드바이저들과 사설 경비 24시간 항시

대기

• 여러 방식의 렌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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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배치
• 하우징 배치 신청서 완성

• $300 하우징 배치 비용 지불 (아래의 사항을 포함)
-공항 마중과 이동수단 제공
-캠퍼스 코너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입주 준비물들
-홈스테이 학생들: 첫번째 달의 100불 선금
-지역 설명과 주변 연락처

• 학생들은 신청서와 배치 비용을 낸 경우에만 배치가 됨

• 환불 정책: 300불의 배치 비용은 정식 이삿날 2주전에 배치 취소 보고할 시에
만 반납 됨

• 2017년도 가을 쿼터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중 나이가 16세인 학생들은 17세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host family와 함께 거주해야합니다. 그린리버 대학은 미성
년자 학생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그린리버 대학 하우징 (기숙사와 홈스테이)에서
거주하는거를 추천합니다. 이러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및 학문적으로 이
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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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비용(숙박비용)

1달 3달

(1 쿼터)

홈스테이 $675 $2,025

캠퍼스 코너
아파트

$780 $2,339

캠퍼스 코너 렌트비는 계약기간과 지불방법에
따라 약간씩 변형 될 수 있습니다. 9개월 (3쿼터) 
계약시, 렌트비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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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 하우징 팀원들

• 입학 수속 팀원들

• 오리엔테이션

• 상담

• 대학 편입 학회들

• 무료 개인지도

• 다양한 사회 활동이나 클럽 활동
31



오리엔테이션

• 배치고사

• 캠퍼스 견학

• 상담

• 수강신청

• 신입생 1박 2일 코어캠프

• 시애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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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night Camping Trip
1박 2일 캠핑여행(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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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투어-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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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마감기간 (2016년 – 2017년)

2017년 겨울 쿼터

• 도착

• 레벨 테스트/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지원서 마감

2016년 12월 27일

2015년 12월 28일

2016년 1월 4일

2017년 3월 22일

2016년 11월 15일

2017년 봄 쿼터

• 도착

• 레벨 테스트/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지원서 마감

2017년 3월 27일

2017년 3월 28일

2017년 4월 03일

2017년 6월 16일

2017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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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마감기간 (2016년 – 2017년)

2017년 여름 쿼터

• 도착

• 레벨 테스트/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지원서 마감

2017년 6월 20일

2017년 6월 21일

2017년 6월 26일

2017년 8월 17일

2017년 5월 15일

2017년 가을 쿼터

• 도착

• 레벨 테스트/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지원서 마감

2017년 9월 12&13일

2017년 9월 14일

2017년 9월 25일

2017년 12월 14일

2017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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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비용 (2016-2017)

1 쿼터 (3개월) 1년 ( 9개월)

학비 $3,450 $10,350

입학 신청비 $    50

성공을 위한 기초 다지기 프로그램
(16세나 17세 학생들)

$ 100

대학 경험 (모든 일반 대학 수업 학생들) $ 100

예상 비용

생활비 $3,000 $  9,000

수수료 $  177 $     531

교과서 $  373 $  1,119

합계 $7,000 $21,000

학비는 매 쿼터 12~18 학점에 바탕 된 비용입니다 37



쉬운 입학 과정

• 입학 신청서

• 재정 보증 서류(잔고증명)

• $50 입학 신청 비

• 권장사항: 영어로 공인된 성적표와 여권 복사본

신청자는 만 16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조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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