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ONE COLLEGE
About U.S. Community Colleges
Ohlone College 는 커뮤니티 컬리지로 미국내 4 년제 대학 교육 과정 중의 처음 2 년을 제공하는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컬리지는 학문의 단기 자격증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이런 기관은 미국내
1,000 개 이상이 있으며 천 만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수의 외국인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을 2 년제 대학에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컬리지들은 외국인학생에게 영어프로그램(ESL)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이것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고 발전시켜서 영어 준비가 된 후 학업이나 직업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국인학생들이 일단 정규 과정에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예를 들어, 경영, 바이오테크놀러지, 공학, 그래픽
디자인 등입니다. 자격증 취득후 보통 학생들은 일터로 나갑니다.
2) 2 년제 준학사 학위 취득을 하거나 또는 편입을 합니다. 2 년제 학위 취득 후 4 년제 대학교로
편입하여 2 년을 더 공부한후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2+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 년+ 4 년제 대학에서 2 년=4 년제 학사학위이 편입 제도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3 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사학위의 반 정도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의 학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최선의 방법으로 꼽고 있습니다.
1) 비용: 4 년제 대학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 년제 학사
학위를 얻고자하는 학생은 처음 2 년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다닌 후 4 년제 대학으로
편입합니다.
2) 소규모 학급
3) 강사들이 연구보다는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을 위한 강력한 지원
5) 유연한 선택들: 어떤 학생들과 가족 중에는 미국에서 4 년 이상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 년짜리 자격증을 따거나 2 년짜리 준학사 학위를 따는 것을 선호합니다.

About Ohlone College
Ohlone College ELI (English Language Institute)
Ohlone College ELI 에서는 학습자들이 학문적,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목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LI 학생들은 영어의 주요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과 단어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며 주당 18-22 시간의 영어 수업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TOEFL
준비웍샵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영어학습 외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Ohlone College 에는 조건부 입학이 가능합니다. ELI 프로그램의 상급반을 마치면 TOEFL 또는 IELTS
성적을 면제받고 학위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Ohlone College ELI 의 웹사이트 참고
http://www.ohlone.edu/org/international/eli.html

Ohlone College
Ohlone College 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Fremont)에 있는 2 년제 주립 대학, 커뮤니티 컬리지이며,
기차로 샌프란시스코로부터 45 분, 실리콘 밸리에서 북쪽으로 20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hlone College 에는 1 년 자격증 과정과 2 년 준학사/편입과정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
Accounting(회계학)
Computer Science(컴퓨터학)
Engineering(공학)
Biology(생물학)
Biotechnology (바이오테크놀러지)
Art(미술)
American Sign Language (미국 수화)
Broadcasting (방송)
Chemistry (화학)
Early Childhood Studies (유아교육)

Environmental Science(환경과학)
Environmental Studies(환경학)
Exercise Science(운동과학)
Graphic Arts(그래픽 아트)
Interior Design(인테리어 디자인)
Journalism(저널리즘)
Mathematics(수학)
Music(음악)
Natural Science(자연과학)
Speech and Communication
Studies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각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 참고
http://www.ohlone.edu/org/international/programs.html
Ohlone College 졸업자들이 U.C. Berkeley, UCLA, San Jose State University 등 여러 우수
캘리포니아 대학들로 편입하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UC Irvine, UC Merced, UC
Santa Barbara, UC Santa Cruz)들과의 편입보장프로그램(Transfer Admission Guarantees)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4 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lone.edu/org/transfer
학생들은 여러 클럽을 통하여 미국 학생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Ohlone
College 에는 활발한 외국인학생 클럽과 기타 여러 사교 또는 학문적 클럽이 있습니다. Ohlone College
Renegades 팀이 있어 축구, 야구, 농구 등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에는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도서관, 학습 상담, 개인 교습,
편입센터, 보건소, 컴퓨터실, 무료 인터넷 사용 등이 있습니다.
Ohlone College 는 환경 보존(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환경과학
또는 환경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Ohlone College 의 제 2 캠퍼스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Newark 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린 빌딩’의 모델로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s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program)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학생들이 직장이 구해질 때까지 학교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직장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또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할 수도
있습니다. CPT 란 학위취득 과정에서 학점이 주어지는 전공 분야 일을 하는 것이며 OPT 란 학위 취득 후
1 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ohlone.edu/org/international/practicaltraining.html

현재 30 여 국가의 학생들이 Ohlone College 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Ohlone College 에 입학하여 이들
학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Ohlone College 프로파일









학교 형태:
2 년제 대학
위치:
미 캘리포니아주 Fremont 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사이
인구/환경:
대략 210,000 명/ 준도심
설립연도
1965
인가상태: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
학생수:
약 8,700 명
외국학생수:
약 30 개국으로부터 온 300 명 정도,
o 많이 온 출신국
중국, 베트남, 한국, 대만, 인도, 일본
가장 많이 편입한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an Jose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지역 내 홈스테이, 아파트
57 (iBT); 490 (PBT)*
5.5*

주거:
TOEFL 입학 요건:
IELTS 입학 요건:

TOEFL 과 IELTS 면제는 Ohlone College English Language Institute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ohlone.edu/org/international/eli.html

Total Costs for 1-year, in U.S. Dollars
1 년 경비(미국 달러)
학위과정
$7,104
$900
$800
$9100
$2800
$19,294

등록금과 수수료
교과서 등 물품
건강보험
숙식비
그 외 비용(교통비 등)
합계

언어연수 과정
$11,054
$900
$800
$9100
$2800
$24,654

대략의 비용이며 변동될 수 있다. http://www.ohlone.edu/org/international/cost.html 참고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Study, Dates
언어연수 과정(ELI) 일정 안내
기간

시작일

지원마감일

봄 학기

1 월말

10 월말

봄 학기중 입학

3월 말

12 월말

여름

6월 초

4 월말

가을 학기

8 월말

5 월말

가을학기중 입학

10 월 중순

8 월말

Degree Program Study, Dates
학위프로그램 일정 안내
기간

시작일

지원마감일

봄학기

1 월말

10 월말

가을학기

8 월말

5 월말

지원시 필요한 서류
1.
2.
3.
4.
5.

외국학생 지원서
http://www.ohlone.edu/org/international/docs/internationalapplicationpacket.pdf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학교졸업 전에 지원할 수 있음)
1 년 체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은행잔고 증명서
전형료 $50.00
토플 또는 IELTS 성적표(언어연수에는 필요없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www.ohlone.edu/org/international/admissionregistration.html
“이 학교에서 전 많은 미국 문화를 경험했어요.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단순히 단어를 외운 것 이상으로 나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아요.또한 여기서 친구 만들기도 쉬워요 ”
–김혜지, 청주대학교, 영어교육 전공

Ohlone College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43600 Mission Boulevard
Fremont, CA, 94539-5847, U.S.A.

연락처
Phone: +1 510-659-6439
Fax: +1 510-659-6500
Web site: http://www.ohlone.edu/org/international
E-mail: international@ohlone.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