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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미국 California 주 Coalinga (Fresno 인근)

웹 싸이트
학생 수

총 재학생: 1,100 명 / 국제학생: 82 명

설립 년도

1957 년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TOEFL, SAT, ACT 불필요

ESL 코스

있음

학비
입학 시기

•
•
•
•

www.westhillscollege.com

1 학기 12 학점 (1 년/3 학기): $ 5,458.50
가을(9 월), 봄학기(1 월), 여름학기(5,6 월)

캘리포니아 주의 중심부에 위치
훌륭한 공연예술(Performing Arts)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내의 명소로 떠나는 현장 학습
도서관 내의 무선 인터넷 컴퓨터들

1932년 설립된 West Hills Community College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경지인 캘리포니아의 농업 중심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San Francisco로부터 약 304킬로미터 떨어진 Coalinga의 안전한 전원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Yosemite, Sequoia, Kings Canyon 등 3개의 국립공원과 가까운 아주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West Hill Community College는 모든 국제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처음 일년 동안 교내의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생활 해야 하며, 처음 일년이 지난 후에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교내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하거나 캠퍼스 밖으로 숙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West Hill Community College는 4년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제공함은 물론, 아래와 같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수 대 학생수 비율이 낮음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직원
친절하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
다양한 인종의 학생
진학을 위한 경험 많은 직원들의 도움
저렴한 학비
국제 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국제 학생을 위한 영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제공

대학 편입 과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Animal Science
Art (Studio, Art History)
Biology
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
Child Development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Geography
Health Sciences
Humanities
Law Enforcement/AOJ Corrections
Office Management &
Technologies
Liberal Arts
Performing Arts
Physical Education
Social Sciences
Precision Agriculture
Psychiatric Technician
Psychology

직업 교육 과정
Agricultural Business
Business: Business Management, Bookkeeping,
Clerk Typist, Word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Administration Certificate
Heavy Equipment Operator
Nurse Assistant
Precision Agriculture
Psychiatric Technician
Teaching Assistant-Elementary and Secondary
Television Production, Technical Theater P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