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지원 체크리스트
1) Application Form – 지원원서 (online or International Admissions paper version)
International Admissions paper version 은 BCC 의 Admission office 또는 요청 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 International Student Information Form - 국제학생 정보서식
3) Educational History Form – 교육이력 작성서식
4) Academic Records – 성적표 및 졸업증서
BCC 지원 이전에 다닌 공식 고등학교성적표를 보내십시오.(편입 시 대학교 성적표도 포함) 성적표에는
반드시 모든 과목 성적 또는 그에 준하는 시험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졸업증서, 학위
또는 수료 증명서를 보내주십시오. 만약, 이 서류들이 영문버전이 아닐 시에는 정확하게 번역한 공식
서류를 동봉하여 주십시오.

5) Demonstration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영어능력증명
만약,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시, (1)토플 iBT 32(97 computer-based),(400 paper-based) 또는 (2)중등학교 및
그이상의 교육과정에서 4 년이상의 영어수업을 수료했다는 기록(성적표)을 보내주십시오
(학교에 도착하면 placement test 를 보게 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 lower or intermediate English proficiency level”을

받은 학생은 Full time ESL (English-As-A-Second language )Class 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영어능력에
도달 할 때까지 정규 수업을 듣는데 일부 제한을 받습니다. (See page 3 below for more information). 보통 TOEFL 70
iBT (197 computer-based), (527 paper-based)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 정규 수업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토플
성적은 ‘placement test’와 함께 지원자의 영어능력 평가에 반영됩니다.

6) Financial Documentation (Required for F -1 Student Applicants) – 재정증명서
F-1 비자로 입학 시, 재정증명 서류를 반드시 동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학생의 유학 생활 중
등록금과 생활비 지불 가능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Broome Community
College Declaration of Financial Support Form 을 작성 하시여 적절한 재정증명 서류를 영문버전으로
보내 주십시오.

7) Copy of Biographical Page of Passport (if available) – 여권의 본인사진페이지 사본
8) For F-1 Transfer Students only:
만약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 상태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Broome Community College 로의 I-20
재발급이 필요하므로, 현재 I-20 사본을 지원서류에 동봉하여 주십시오. 입학 지원 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Counselor 가 Transfer Eligibility Form 을 작성 할 것 입니다. 합격 시 새로운 I20 가 발송 될 것입니다.

** 위의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