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방법
스텝 1 – 지원서, $50 원서 지원비, 기타 요구 서류들 제출 (체크리스트 참조)
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FORM (PDF)(WORD.doc) 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미화 $50 (US) 원서
지원비(환불불가) 를 함께 국제 교육부로 제출하세요. VISA 나 마스터 신용카드, 수표 (수령자명에 PCCD 로 기입)로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기타 요구 서류들은 지원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교육부 주소: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Peralta Community College District
333 East 8th Street
Oakland, CA 94606 USA
지원 서류 일체는 반드시 위 주소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절대 개별 학교로 지원서류를 보내지 마십시오. 입학 절차가
지체될 것입니다. 몇몇 서류들은 이메일 globaled@peralta.edu. 로 첨부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스텝 2 – 입학 허가 절차
학생이 지원서를 제출한지 약 2 주 뒤에 “예비합격” 혹은 “서류미비”로 상황을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서류미비 통보를
받으셨다면 빠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스텝 3 – CCCAPLY 지원
CCCApply Online Application 을 완성하고 학생 계정을 생성하세요
스텝 4 – 학생 아이디 번호를 국제 교육부에 제출
CCCApply Online Application 을 제출하면 학생 아이디 번호를 자동으로 발급받습니다. 학생은 발급받은 학생 아이디
번호를 반드시 국제 교육부에 제출해야 “최종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텝 5 – 공식 입학허가증서와 I-20 발급
학생 아이디 번호를 국제교육부에 제출하면, 공식 입학 허가증서와 I-20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타 미국 대학교에서
편입하는 학생은, 재학했던 학교에 학생 SEVIS 기록해제 요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학생은 첫번째 학기에 반드시 최소
12 학점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스텝 6 – 수강신청 사전절차 및 폐결핵 면역 검사
미국에 도착하면 수강신청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합니다. 사전 절차: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학습 능력 평가 테스트,
카운셀링, 상담 및 폐결핵 면역 검사 (폐결핵 검사는 Peralta 복지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실시합니다.)
스텝 7 – 수강 신청
PASSPORT 학생 사이트에 접속해서 학생 계정을 활성화하면 입학 날짜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텝 8 – 학비 및 일체 비용 납부
첫학기 학비와 일체 비용을 국제 교육부 사무실에 납부합니다. (12 학점 기준 미화 $3,236) 신용카드, 개인 수표
(수령자명 PCCD) 온라인 송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납부 창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신용카드만) 으로

납부가능합니다. 등록금 일체는 수강 신청을 하는 날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후 발생한 금액 역시 학교
납부 창구나 온라인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PCCD 국제학생 납부 정책: 학생들은 모든 비용 일체를 늦어도 학기 시작 2 주 전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완납이 안 된
경우,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긴 뒤에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는 발생한 비용을 즉시
납부해야 학생 계정이 동결되지 않습니다.

지원서류 체크리스트
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FORM (PDF)(WORD.doc) (신청자 본인 서명 포함)
미화 $50 지원 신청비 (환불불가) : 개인 수표나 신용카드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시 Credit Card Payment Form (pdf) 작성
 개인수표 납부시 수령인을 “Peralta Community College District“ 로 작성
3. 영문 공증 성적표 일체
4. 영문 공증 고등학교 졸업장
5. 개인 에세이 1 장: 본인의 교육 목표와 열정 등 내용 포함
6. 재정 증명 서류: 재정 지원 각서 (6 쪽) 은행 잔고 증명 (최소 미화 $ 19,700 잔고) (은행 신용장은 제출 불가)
7. 예방 접종 증명 서류: 학생 건강및 검사 소견서 (의사 서명 첨부)
8. 국제 학생 동의서 (9 쪽)
9. 여권 사본
10. TOEFL, IELTS, or iTEP 점수 (옵션)
1.
2.

지원 마감일

해외 지원자 혹은 체류 신분 변경 희망자의 경우:
여름 학기 (6 월 – 7 월) : 5 월 1 일까지
가을 학기 (8 월 – 12 월) : 7 월 1 일까지
봄 학기 (1 월 – 5 월) : 12 월 1 일까지

미국 내에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여름 학기 (6 월 – 7 월) : 6 월 10 일까지
가을 학기 (8 월 – 12 월) : 8 월 10 일까지
봄 학기 (1 월 – 5 월) : 1 월 10 일까지

원하는 수강신청을 하려면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기한을 넘겨서 제출된 서류도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