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대학 편입 보장제

6. 간단하고 쉬운 온라인 지원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7. I-20는 이틀 내로 발급됩니다.
8. 홈스테이 담당 부서가 TCC 교내에 위치에 있습니다.
9. 우수한 학생 지원 서비스와 무료 개인 지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0. 교수 대 학생 비율 23:1의 소규모 10. 교수 대 학생 비율 23:1의 소규모 
수업시스템을자랑합니다

1. 미국 내 상위  50개의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
2.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편입이 가능한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3.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편입이 보장된 많은  4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
5. 5. TOEFL, IELTS, SAT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왜 타코마 커뮤니티 컬리지 인가?

 워싱턴 월간 2013 
“미국 50 개 최고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난 5년간 미국 내 50개 최고의 
커뮤니티 컬리지 중 한 학교로 선정됨.

타코마 커뮤니티 컬리지(TCC)는 1965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교육부(NWCCU)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전교생 9000명중 450명이 40개국에서 온 
국제학생들로 이루어진 2년제 대학입니다.

주소: 6501 South 19th Street, Tacoma, WA 98466, USA
이메일: international@tacomacc.edu
전화: +001.253.566.5190
웹사이트: www.tacomacc.edu/internationalstudents/

타코마 커뮤니티 컬리지



Get it on

Download on the

App Store

휴대폰으로 스캔 후
TCC의 국제 eBrochure을 
보실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베드 & 브랙퍼스트)            $525/월 

개인방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호스트가 아침을 제공하나, 점심과 저녁은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조리기구 사용가능).

홈스테이 (전체)                    $675/월

개인방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세끼 중 아침과 점심은 학생 스스로 준비하고, 저녁은 
호스트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2019년 8월 15일

2019년 6월 14일

2019년 3월 21일

2018년 12월 13일

학기 
종료일

2019년 6월 24일

2019년 4월 1일

2019년 1월 2일

2018년 9월 24일

학기 
시작일

2019년 5월 15일

2019년 2월 15일

2018년 11월 15일

2018년 8월 15일

 입학 원서 
마감일

여름 2019

봄 2019

 겨울 2019

가을 2018

학사 
일정

이 정보는 2018년 8월부터 유효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https://www.tacomacc.edu/costs-admission/admission-
process/international/tuitioncosts

$18,426

$1,500

$1,170

$225

$6,075

$9,456

1년 
(3분기)

$6,142

$500

$390

$75

$2,025

$3,152

1분기 
(3개월)

합계

교과서 & 학용품

의료보험

요금

숙식

등록금

비용
(미국 달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경아라고 합니다 TCC를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TCC를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길렀을 
뿐만이 아니라, 교내에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학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교내 활동을 통하여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교내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 리더로서의 경험은 
제 리더쉽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는 
평범한 대학교가 아닌 제 교육과 미래의 발판이 
되어준 곳입 니다.

Arizona State University – #129 
Binghamton University SUNY – #86 
Brigham Young University – #68 
Columbia University – #5 
Cornell University – #15 
Drexel University – #96
EmoEmory University – #20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34
Indiana University – #86
Michigan State University – #82
New York University – #36
Northeastern University – #39
Ohio State University – #54
OOklahoma State University – #152
Oregon State University – #143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50
Purdue University – #60
Saint Louis University – #96
Stony Brook University SUNY – #96
Texas A&M University – #74
TTexas Christian University – #82
Tulane University – #39
University of Buffalo SUNY – #99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44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24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118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44
Uni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37
University of Connecticut – #60
University of Florida – #50
University of Illinois – #44
University of Iowa – #82
University of Kentucky – #133
University of Maryland – #60
UniUniversity of Michigan – #27
University of Minnesota – #71
University of Nebraska – #11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30
University of Oregon – #103
University of Pennsylvania – #8 
University of Utah – #111
UniUniversity of Washington – #54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143 
 … and man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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