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칼리지 

여기에서 공부하고 모든 대학으로 편입할수있다 

미국 상위 10 개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들: 

영어학  시애틀 근처에서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고등학 수료 워싱턴에서 온 지역 학생과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수있다. 

대학  Top 150 대학으로 진학 보장. 학생들은 Top 50 대학으로 편입할수있다. 

Pre-Masters 영어 실력 향상, GRE 준비, 성적을 향상, & 미국 교실에서 배우수있다. 

 

입학 & 비용: 

프로그램 GPA 영어 기타 수업료 총비용/년 

영어학 Any Any None $9,083 / 년 $19,201 

고등학 수료 Any 5.5 IELTS None $9,083 / 년 $19,201 

대학 Any 5.5 IELTS None $9,083 / 년 $19,201 

Pre-Masters Any 5.5 IELTS None $9,083 / 년 $19,201 

 

시작 날짜: 

 봄 2017 여름 2017 가을 2017 겨울 2018 

시작 날짜 4 월 3 일  2017 7 월 3 일 2017 9 월 19 일 2017 1 월 2 일 2018 

신청 마감 2 월 28 일 2017 6 월 16 일 2017 8 월 1 일 2017 12 월 8 일 2017 

 

약: 

위치 워싱턴주, 브레머 턴시  공개 / 비공개 공개 대학 

가까운 도시  시애틀시  학사 일정 Quarter system 

학생들  14,000 합계  120 외국인들  학부/대학원 10/학생 

 

전출 학위: 

보장 된 진행      Earned progression 

#54 워싱턴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3  시카고 대학 University of Chicago 

#103 오레곤 대학 University of Oregon   #23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 USC 

#129 애리조나 주립 대학 Arizona State University #27  미시간  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143 워싱턴 주립 대학 Washington State University #44 일리노이 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143 오레곤 주립 대학 Oregon State University #56 텍사스 대학 University of Texas 

샌프란시스코주립 대학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60 퍼듀 대학 Purdu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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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 기숙사   - 교외 아파트   - 홈스테이  (16 & 17 나이가  필수 ) 

 

왜 선택 하는가? 

- 보증금 필요 없다  - 분기 별 학비 지불  - IELTS/TOEFL 필요 없다 

- Pre masters GRE 준비  -저렴하고 인기 있다  - 유학생 지원 

- 모든 전공이 가능하다 - 어디에서나 이동하여 공부하십시오 

 

신청 서류: 

입학 허가서:  □신청  □ $50 신청비  □  지원 진술서 (필요하면) 

   □ 여권  □ 은행 잔고 증명서 $19,201+ USD 
 

   필요한 시간 1-2 일 

 

I-20 을 받으려면:  □ 성적 증명서 □ IELTS/TOEFL/기타  

   필요한 시간 3-4 일 

 

모든 문서를 admissions@brightered.com 에게 보냅니다. 한국말 OK! 

 
 

브라이더 앧 연락: 

연락 인 제이선 할 (Jason Hall). 제이선은 한국어를 이해합니다. 

이메일 admissions@brightered.com 

Skype  Jason.Hall2005 

카카오톡 BrighterEd 브라이더 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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