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문계열 준학사(Associate	in	Arts,	AA)
•	 이공계열 준학사(Associate	in	Science,	AS)
•	 	기초공학 준학사(Associate	in	Engineering	Science,	AES)
•	 예술 준학사—	
	 	음악 공연 전공(Associate	in	Fine	Arts—Music	

Performance	Emphasis,	AFA)

•	 	예술 준학사—시각예술 전공(Associate	in	Fine	Arts—
Visual	Arts	Emphasis,	AFA)

•	 자율전공 준학사(Associate	in	Liberal	Studies,	ALS)
•	 응용과학 준학사(Associate	of	Applied	Science,	AAS)
•	 대학 편입학(2+2)

영어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는 풀타임 집중 코스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뛰어난	
효율성과 혁신을 갖춘 초점 기술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집중적인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듈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듣기,	읽기,	쓰기,	사전 학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모듈 외에도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배치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은	4주마다 이루어지는	
재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빠르게 이수하고 다음 모듈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F-1	비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첫	1년에 대해	$23,000	USD에 상당하는 충분한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ECC에서의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최소 비용을 나타냅니다(가을,	봄학기만 해당).		
강의료는 이수 단위당	$396	USD으로 산정됩니다(2022~2023년도 기준).

강의료 및 학비*:	 $9,520	 USD
교재/소모품/보험:	 $2,230	 USD
생활비:	 $11,250	 USD

연간 총액:	 $23,000	 USD

*	강의료와 학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의료는	elgin.edu/tui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는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거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공동 주택 거주,	호텔 장기 숙박,	또는 가족 및 친구와 거주.	홈스테이의 경우 캠퍼스까지의 교통비를 포함하지	
않을 시 월간	$600	USD	또는 캠퍼스까지의 교통비 포함 시 월간	$800	USD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경쟁력이 높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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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의 신입,	신규 학생들은 비자 처리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지원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원 기한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이외 지역의 신입,	신규 학생의 지원이 늦어질 경우 지원은 다음	
가능한 학기의 날짜로 연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가을학기(8월~12월):	7월	1일
•	 봄학기(1월~5월):	12월	1일
•	 여름학기(6월~8월):	4월	15일	

회계학
인류학
응용물리학
예술
천문학
자동차공학
생물학
경영학
화학
임상병리기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연구
컴퓨터 이용 설계(CAD)
컴퓨터 통합 생산(CIM)
응용 범죄학
요리 및 서비스
사이버보안
치위생학
디지털 기술

경제학
교육학
응급 서비스
에너지 경영
공학
영문학
지질학
보건 및 건강 경영
난방,	환기,	냉방 및 냉장
역사학
조직검사학
인문지리학
사회복지학
인문학
국제학
IST/정비학
마사지 치료
수학
진료보조학

의료영상학
현대언어학
음악
안과 테크니션
간호학
법무보조
사혈학
체육학
물리치료 보조
물리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외과 기술
영화학
트럭 운전
용접

지원 방법
•	 PDF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elgin.edu/f1apply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합니다.
•	 국제 학생 재정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처리 수수료	$50	USD를 송금합니다(환불 불가,	flywire.com에서 결제 가능).
•	 재정 지원 및 후원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재학했던 모든 고등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	 선택 사항:	TOEFL	또는	IELTS	점수.	ECC	입학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	 선택 사항:	고등교육기관의 공식 성적 증명서.	ECC	입학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	 교환학생 전용:	재학했던 모든 미국 대학의 편입 동의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지원 기한

전공 분야

ECC에서는 학사 학위의 첫	2년에 해당하는 기초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4년제 대학으로 사실상 모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명 편입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Chicago
Arizon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Iowa
Purdue	University

편입학 파트너십/2+2 프로그램

 글로벌 참여 센터
+1-847-214-7809
internationaladmissions@elgi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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