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 강좌(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미션 칼리지의 국제학 강좌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IS)는 20
년간 국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고 교육, 직업 및 개인적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학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IIS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 연 5회의 입학일 (1, 3, 5, 8, 10월)
•• 8주 또는 16주 학기 및 여름 학기 10주
•• 주당 20시간씩 전반적인 전문 기술 교육을 포함한 강의
•• 주당 9시간씩 최첨단 어학 실습실에서 실습
•• 다양한 국적의 경험이 많고 헌신적이며 수상 경력이 있는 강사들
•• 집중 프로그램과 학위 프로그램에 이중 입학이 가능하므로 대학 수업
수강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IIS 자체 최고 난이도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학생은 NO-TOEFL
미션 칼리지 입학 조건으로 입학 가능
•• 강사와 교감할 수 있는 소수정예 수업
•• 입학및상담이 가능한 풀 서비스 사무실
•• 문화 교류 활동, 현장 학습, 클럽 등 다양한 활동
•• 이민 및 편입 지원
•• IIS 졸업생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상위 대학에 편입

입학일 및 방문 마감일 안내:
IIS.MISSIONCOLLEGE.EDU

라리사 카브랄 네리 아빌라 | 브라질
전공: 집중 영어 어학 프로그램
“미션 칼리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제
커리어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션 칼리지는
제가 바라던 바를 이루어주었습니다.”

편입
CSU 캠퍼스:
•
•
•
•
•
•
•
•
•
•
•
•
•

Chico
East Bay
Fresno
Fullerton
Humboldt
Long Beach
Monterey Bay
Cal-Poly Pomona
Sacramento State
San Diego
San Francisco State
San Jose State
Cal-Poly San Luis Obispo

• Sonoma State

UC 캠퍼스:
•
•
•
•
•
•
•
•
•

Berkeley
Davis
Irvine
Los Angeles
Merced
Riverside
San Diego
Santa Barbara
Santa Cruz

사립 및 다른 주(州)
대학:
•
•
•
•
•
•
•
•
•
•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Iowa
Santa Clara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Memphis
Mills College
Notre Dame de Namur
Sierra Nevada College
University of Nevada
Columbia University

학생 성공 스토리

$100
$120/월
$2,600
$3,000
$4,600
$200

전형료
건강보험료
8주 수강료
10주 수강료 (여름 학기)
16주 수강료
교재비
*납부금은 예고 없이 변경 가능

하오 팜은 미국 대학 졸업을 꿈꾸며 2011
년 여름 미션 칼리지에 입학하였습니다.
베트남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시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 항상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오는 미션 칼리지의 4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1 집중 ESL
미션 칼리지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문적 소양을 쌓고자 하는 국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언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UC Berkeley
Berkeley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월
간 IIS를 다녔습니다.

University of
San Francisco

#2 MC 학위

베이
지역의
명소
CSU East Bay

국제학생센터에서는 F-1 비자 소지
학생에게 국제입학, 상담 및 이민
조언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캠퍼스에서는 준학사,
편입 인정 과목, 직업 및 기본 학문
코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편입
미션 칼리지에서는 4년제 칼리지나
대학으로의 편입을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공
선택과 원서 제출 및 입학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Stanford
University

Mission College

UC Santa
Cruz

San Jose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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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이메일: iis@missioncollege.edu | 전화: +1 (408) 855-5110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3000 Mission College Blvd, Santa Clara, CA 95054, USA

미션 칼리지
에서 강의 67
개를 수강하
였고 우수한 성적으
로 졸업한 후 UC 버
클리로 편입하였습
니다.

#4 OPT
인턴 실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전공과 직결된 임시 취업입니다. 해당
학생은 학위 수료 전후에 12개월간
일할 수 있는 OPT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T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오는 UC 버클리에
서 물리학 학사를 취
득하였습니다.

또한 2015
년 여름부
터 2016년 봄까지
UC 버클리의 물리
재료학 실험실에서
조교로 근무하였습
니다.

직원 및 교수진의 사용 언어: 광동어, 중국어, 불어, 힌두어, 이탈
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밀어,
베트남어

온라인 지원: iis.missioncolllege.edu
2016년 가을부터 현재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과정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