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보 :
East Los Angeles College(ELAC)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45 년 설립 된 ELAC은 Montery Park의 교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국에서 700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ELAC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LAC 은
학기제로 운영되며 1 년에 봄과 가을 2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 과 겨울 학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 학교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사립대학인 USC 와 Standford
로 편입하였으며 UC Berkeley 와 UCLA 등 여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ELAC 은 준학사 학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자격증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mission Requirements:
East Los Angeles College 유학생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LAC 에
입학하기위한 서류들이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1. 유학생 입학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학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유학생 지원서
◦여권사진 1 장
◦ 토플 PBT450 이상, CBT 133 이상, IBT 45 이상, IELTS 5 이상 www.ets.org
(ELAC 코드 4296), 또는 iTEP 3.5
◦시험 결과 및 / 또는 인증서를 자격 의 ◦ 최근 삼년
◦재정보증인 예)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세무서)
◦ 재정증명서(미화 $18,000 이상)
◦ 미국 $ 35.00 우편환(Money Order)- 받는사람 란에는 ELAC-ISO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분은 본인이십니다. 영문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신용 카드 결제
http://www.elac.edu/departments/international/forms/Processing_Fee_Credit_Card_Authorizatio
n_Form.pdf 이 주소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작성한 후 모든 서류와 함께 ELAC으로
보냅니다. 보내기전에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내 보호자 정보 – 18 세 미만의 유학생은 미국에서 보호자 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지원하는 유학생들이 준비해야될 서류들:
여권복사본, I-94 및 비자 스탬프,
◦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할때부터의 법적신분서류(I-20, DS-2019 등)
◦ 편입신분확인서 – 학생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함
이전의 모든 미국의 공식 대학 및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Official transcript)를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바로 ELAC 으로 보내야 합니다.
2. 모든서류들을 아래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ELAC 유학생 사무실에 오서셔 제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East Los Angeles College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6099

신청 마감일 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봄

미국 외
11 월 15 일

미국 내
1월 1일

월 학기 시작
2월

가을

7월 1일

8월 1일

8월

제출 된 모든 서류 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이어야합니다 , 모든 문서를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어야 합 니다.
3. 입학이 확정시
신입생은 입학 허가서와 I-20 를 받게됩니다.
편입생들은 임시 입학 허가서와 편입확인서(양식의 첫 번째 절반 학생이 작성하고 두
번째 절반은 이전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한다..
미국 이외의 학생들은 학생 비자 (F-1) 진행을 위해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국
영사관 / 대사관에 문의해야합니다.

4. ELAC 에서 알림
학생은 시작하는 학기 3 주전에 도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주택 - http://www.elac.edu/departments/international/housing.htm
◦ 교통 - http://www.elac.edu/departments/international/transportation.htm
이민 정책 :
미국 이민 및 귀화 서비스 (INS)는 모든 F-1 비자 학생들은 학기마다 최소 12 학점을
완료하고 학점을 최소 2.00 / C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락처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유학생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323-265-8796 또는
팩스 323-260-8192 또는 이메일 : Elac_iso@elac.edu

예상 학교 비용 :
ELAC 재학시 드는 예상 비용
비거주자 학비
등록 수수료
캠퍼스 SEVIS 서비스 요금
ELAC 보건 수수료
학생회비
생활비

(단위 당 $ 212.00 / 학기 당 12 단위 / 2 학기) $ 5,088.00
(단위 당 $ 46.00 / 학기 당 12 단위 / 2 학기) $1,104.00
(학기 당 $ 25.00 / 2 학기)
$ 50.00
(학기 당 $ 11.00 / 2 학기)
$ 22.00
(학기 당 $ 7.00 / 2 학기)
$ 14.00
기타 비용, 자동차 보험 , 유틸리티
$ 9,882.00

의료/ 교과서

(12 개월 비용)

$ 1,840.00

1년

(12 개월 비용 )

$ 18,000.00

모든 요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겨울 및 여름학기
$ 4,500.00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유학생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323-265-8796 또는
팩스 323-260-8192 또는 이메일 : Elac_iso@elac.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