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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캐디아 소개 및 특징

	� 최상위권	4년제 대학으로의 높은 편입률을 자랑하는		
	 2년제커뮤니티 칼리지
	� 워싱턴 주립 대학교 보셀 캠퍼스와 공동 캠퍼스 운용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중 최대 규모 도서관 보유
	� 워싱턴 주에서 가장 신생인 커뮤니티 칼리지 
 최신 설비 보유,	현대적인 캠퍼스
	� 낮은 국제학생 비율	(10%)
	� 낮은 학비 및 풍부한 장학금 기회

 - University of California - Riverside
 -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 Diego
 -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Cruz

 -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Seattle Pacific University
 - Seattle University
 - University of Miami
 - University of Michigan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 University of Texas–Arlington

2+2=4Bachelor’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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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ROGRAMS
Korean

프로그램 소개

	� 학사 편입 프로그램 
 필요 영어 성적:	TOEFL	(iBT):	70	(MyBest™	점수 사용 가능),	
	 TOEFL	Essentials	7.5,	IELTS:	6.0,	Pearson	PTE:	48,	iTEP:	
	 4.0,	또는	STEP/Eiken:	Pre-1,	Duolingo	95
	� 기초 영어 프로그램
	� 고등학교 졸업 프로그램
	� 개인화된 단기 프로그램

편입 통계

기초 영어 프로그램

대학과정 수업을 듣기 전 필요한	
영어 실력을 기르는	5단계 영어
학습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 프로그램 

만	16세 이상이면 지원가능한 대학과정 입학프로그램으로,	전
문학사 학위와 워싱턴 주 고등학교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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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교과서 및 학용품 비용
보험료
거주비 및 식비	
대중교통 이용료	

$														10,626
975

1,125
7,425

381
합계: $              20,532

2022	가을
2023	겨울
2023	봄
2023	여름

9월	28일	~	12월	16일
1월	3일	~	3월	18일
3월	28일	~	6월	10일
7월	5일	~	8월	24일

9월	19일	
12월	27일
3월	21일
6월	26일

주요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주요 전공

	� 	인류학
	� 	예술
	� 천문학	
	� 생물학
	� 경영학
	� 	컴퓨터과학
	� 	화학
	� 커뮤니케이션
	� 	드라마:연기전공
	� 	교육학
	� 공학
	� 	영어
	� 	환경과학
	� 	외국어(스페인어,	일본어)	

	� 지리학
	� 사학
	� 인문학
	� 수학
	� 음악
	� 자연과학
	� 해양학
	� 철학
	� 물리학
	� 정치학
	� 심리학
	� 사회과학
	� 사회학
	� 환경 지속가능성

학사 학위과정 소개

	� 환경 지속가능성:	응용과학 학사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응용과학 학사

학생 지원 서비스

캐스캐디아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연구 진행/튜터링/IT서포트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편입 지원	–	워싱턴 주 내의 최상위권 편입 대학으로서 학생들
에게 편입 전문가와의 상담,	워싱턴 주립 대학교(보셀)과의 협력 워
크샵,	대학 박람회 개최 등 편입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업 지원–	캐스캐디아의 학습 센터에서는 튜터링을 제공하며,	학생
들은 강사로부터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작문 등 다양한 분야
의 과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트북 및 교과서 대
여,	인쇄,	IT	서포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 (변경 가능성 있음)

	� 브릿지스 인터내셔널
	� 캐스캐디아	WE	엔지니어링
	� 보건과학
	� 일본문화
	� 성소수자
	� 테니스
	� 환경 지속가능성
	� 예술

임대 문의

	� 홈스테이:	캐스캐디아 대학의 대부분의 국제학생들은 미국인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생활합니다.
	� 아파트:	학교 가까이에 위치한 아파트에 사는 학생도 있으며,		
	 캐스캐디아 대학에서는 거주할 곳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 소정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비

1년(3학기/9개월)

학기 학기 기간 오리엔테이션*

지원 경로

1.	지원서 및50$의 지원비 제출

2.	$20,532	이상의 현재 은행 잔고증명서 제공,	영어로 번역

3.	여권 사진 페이지의 복사본 제출

4.	가장 최근 재학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공		
	 			(비공식 성적증명서 가능),	영어로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