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학력만으로
조건부 입학 가능한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Community College

Skagit Valley College (SVC)
스카짓 밸리 컬리지
주소

2405 East College Way, Mount Vernon, Washington 98273-5899

위치

씨애틀 국제 공항에서 북쪽으로 90km

웹 싸이트
학생 수

총 재학생: 3,875 명 / 국제학생: 168 명

설립 년도

1926 년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TOEFL, SAT, ACT 불필요

ESL 코스

있음

학비
입학 시기

x
x
x
x
x
x

www.skagit.edu

1 학기 12 학점 (1 년/3 학기): $7,797.60
가을(9 월), 겨울(1 월), 봄(3 월), 여름학기(6 월)

소규모 커뮤니티 컬리지 중 기술 활용에 있어 전국 1위로 선정
역동적이고 활발히 운영되는 회화 파트너 프로그램
씨애틀과 캐나다 밴쿠버의 중간에 위치
가족 같은 분위기
멘토가 되어 도움을 주고 받는 Peer Mentor Program
편리한 교내 기숙사

1926년 세워진 스카짓 밸리 컬리지는 캐스캐드 산과 퓨젯 사운드 운하 사이의 전원적인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야외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하기에 좋은 지역이고 많은 스키 리조트에 근접해 있습니다. 스카짓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는 아름다운 환경과 평화스러움으로 알려진 전원 지역에 가깝지만 매혹적인 큰 도시로부터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컬리지는 시애틀 북쪽으로 60마일이며, 박물관, 예술공연, 발레, 심포니, 훌륭한 레스토랑, 전문적인
스포츠팀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90마일 떨어진 곳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벤쿠버가 위치하고
있으며, 밴쿠버는 붐비는 대도시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카짓 밸리의 수업은 최소 15명~25명 내외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우수한 교수진은 물론 개별 교습이
가능합니다. 학교 내에 기숙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편입 과정
Associate in Arts University College Transfer Degree
Communication
Psychology
Theatre Arts
Business
Applied Sci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Nursing
Science
Music
Visual Arts
General Studies

직업 교육 과정
Allied Health Education
Automotive Technology
Business Management
Culinary Arts & Hospitality Management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Criminal Justice
Diesel Power Technology
Early Childhood Education
Education Paraprofessional
Electronics Engineering Technology
Environmental Conservation
Electronics Technology
Fire Protection Technolog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Health & Fitness Technology
Human Services
Medical Assistant
Mechatronics
Multimedia & Interactive Technology
Marine Maintenance Technology
Nursing - Mount Vernon Campus
Nursing - Whidbey Island Campus
Office Administration & Accounting Technologies
Paralegal
Pharmacy Technician
Truck Driving
Welding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