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어라인 학생들이 편입하는 대학은?
본교 학생들은 미국 전역에 자리한 톱 대학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쇼어라인에 입학 지원 시, 본교는 일부 4년제 대학들에 
대한 조건부 입학 자격을 부여합니다.

www.shoreline.edu/international/university-transfer

전문/기술 프로그램
본교는 준학사 또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50 개 이상의 전문/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문직 분야의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조기졸업 대학/고교졸업 과정
유학생들은 쇼어라인에서 대학을 더 일찍 시작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본교 학점은 대학학위 
취득과정 학점으로 인정되면서 고교졸업 필수 학점에 
포함되므로,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16 세 이상
•우수한 학업 성적 유지

www.shoreline.edu/international/hsc

Shoreline  Community  College
1964 년에 설립된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Shoreline 
Community College)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명성이 높은, 
인증된 공립 전문대학 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캠퍼스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미국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구 도시 중 하나로, 아마존,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본고장입니다. 

내게 꼭 맞는 프로그램 찾기 
•대학 편입 2+2 프로그램
•전문/기술 프로그램
•조기졸업 대학/고교졸업 과정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대학 편입
본교에서 가장 많은 선호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대학 편입 2+2  
프로그램 입니다.  비즈니스, 경제학, 공학, 컴퓨터 과학, 
심리학, 음악 및 미술 등과 같은 인기 전공을 포함해 90개 
이상의 전공 과정이 있습니다. 
본교의 준학사 학위는 일반 대학교의 2학년 수료와 
동일합니다.

본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후, 2년만 더 공부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교수진 
어드바이저들은 학생 개인별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U of Washington
• UC Berkeley
• UC Davis
• UC Los Angeles
• U of Oregon
• Boston University
• U of Minnesota
• U of Michigan

• Cornell U

• U of Texas

• Indiana U

• Purdue U

• Georgia Tech

• Seattle U

• Washington State U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쇼어라인은 여러분이 대학 학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초급에서 고급 레벨까지의 아카데믹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고급 레벨에 진급한 학생들은 대학 수업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쇼어라인 학생들은 4
년제 대학 편입 시, 더 잘 적응하고 준비된 자세로 학업을 
임할 수 있습니다.

TOEFL, IELTS, SAT 점수 필요없음
TOEFL, IELTS, SAT 점수가 없어도 본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한 편성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래 점수를 보유한 학생들은 
본교의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TOEFL 70 합산/20 작문
IELTS 5.5 합산/6.0 작문

고급 레벨판 편성을 확정받기 위해 필요한 점수:

TOEFL 58 합산/15 작문
IELTS 5.0 합산/5.0 작문

비용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 및 수수료가 공립 
및 사립 4 년제 대학들과 비교해 50%-70% 저렴합니다*. 
쇼어라인에서 1개 학년(9개월)간 재학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료, 교재 & 수수료 $10, 431
생활비  $8,931
총  $19,362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shoreline.edu/international/cost

숙소
미국인 가정 홈스테이, 아파트 월세, 하우스 메이트와 
함께 사는 형태 등 다양한 숙소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되는 숙소는 홈스테이로, 미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홈스테이 가족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입학 승인을 받으면, 숙소를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숙소 정보는 캠퍼스 또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www.shoreline.edu/international/housing

왜 학생들은 Shoreline Community College 선택하는가?
•90 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들
•우수한 학문적 기준
•소규모 정예 수업
•우수한 학생지원 서비스
•참여하고 싶은 재미있는 학생 활동들
•아름다운 캠퍼스 및 안전한 환경
•역동적인 세계적 항구 도시인 시애틀에 위치

쇼어라인 입학 지원
•온라인 지원서
•성적표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기타 재정증명서
•지원수수료 $50

더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지원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shoreline.edu/international/apply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Shoreline Community College
16101 Greenwood Avenue North 
Shoreline, Washington 98133  USA

+1.206.546.4697
international@shoreline.edu
www.shoreline.edu/international

* 출처: 칼리지보드 (www.collegebo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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