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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kima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

YVCC란?

국제 학생 프로그램

Yakima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YVCC )는 1928년에 설립되어 워싱턴 주에서 세 번째로 역사가 깊은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YVCC는 Yakima 및 Grandview 캠퍼스와 다수의 지역 교육 센터를 통해 연간 10,000명이 넘는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YVCC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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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가는 길은 바로
YVCC에서 시작됩니다.
www.yvcc.edu/International

위치

학습 프로그램

Yakima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YVCC)는 워싱턴 주 Yakima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Yakima 카운티는 연간 평균 300일
내내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여름에는
건조하고 덥지만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 시원합니다. 사과,
홉 열매, 와인용 포도 재배에 최적의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차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스키, 스노우보딩을 즐길
수 있고 여름에는 낚시, 골프, 야구 등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배낭여행, 암벽등반, 하이킹, 싸이클, 보트, 수영,
윈드서핑이 모두 시즌 내에 가능합니다.

YVCC는 다음을 포함해 40여개 분야의 학위와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
저희 대학 교수진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교수진과 소규모
강의나 사무 시간을 통해 개인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담없이 교수님을 찾아 뵐 수
있습니다. YVCC는 학생의 성공을 위해 작문 및 수학 학습
센터, 컴퓨터 실습실, 도서관, 서점, 탁아소, 카운슬링 서비스,
학생 동호회, Larson Art 갤러리, 상담 센터 및 다양한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등록금
YVCC는 학생에게 저렴한 학비로 강의를 제공합니다. YVCC
와 같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은 4년제 대학 등록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학비로 2년간 칼리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한 것 외에도 YVCC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을
분납해서 내는 방식도 제공합니다. 등록금 편의 납부 방식
(STEPP)에 따라 학생은 자신의 예산에 맞춰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부담없이 칼리지를 다닐 수 있습니다.

TOEFL 불필요
YVCC는 자신의 영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칼리지 입학을
보장하는 Central Washington 대학의 ESL 프로그램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고급 랭귀지 프로그램이나 칼리지 수준의 영어
프로그램을 수료하더라도 공인 US 기관에서 C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입학이 허가됩니다. 위의 두 가지 예에서 보듯, TOEFL
이나 기타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Yakima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는 캠퍼스 내 학생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 사무실 옆에 위치한 학생
기숙사에서는 긍정적인 공동체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지역 음식과
식사 시설을 제공합니다. YVCC는 기숙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선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yvcc.edu/housing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도농장 및 와인 양조 기술
• 간호학
• 치위생학

• 수의학
• 경영학
• 응용 보건학

그외 YVCC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www.yvcc.edu/program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편입
준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은 전공선택과목 및 일반교양과목
요건을 채운 것이므로 직접 편입 협약을 맺은 워싱턴 주의
칼리지나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편입 외에도,
YVCC는 Central Washington 대학 및 Heritage 대학과 대학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제휴를 통해 학생들은 YVCC Yakima
캠퍼스에서도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편입 협약을 통해 YVCC 국제 학생은 다음을 포함해 상위급
4개 대학에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
•
•
•

Central Washington 대학
Eastern Washington 대학
Gonzaga 대학
Seattle Pacific 대학

• Washington 대학
• Washington 주립 대학
• Western Washington 대학
• Whitworth 칼리지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Yakima Valley는 국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곳입니다. YVCC 국제 학생
프로그램(ISP)은 전세계 국가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YVCC ISP 교직원은 모두
해외 유학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YVCC ISP 직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처
Yakima Valley Community College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1113 South 14th Avenue
Yakima, WA 98902-5368
전화: 509-574-4885 • 팩스: 509-574-4747
이메일: isp@yvcc.edu
웹사이트: www.yvcc.ed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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