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l 2021‐ Korean

지원 방법
F1 비자 / 유학생 2022 봄학기
입학 신청 마감일: 금요일 11 월 5 일, 2021

Step 5: 입학 지원을 시작하기 앞서 받은 이메일과 임시 비밀번 호로

편입 신청 마감일: 금요일 12 월 17 일, 2021

로그인합니다.

사이트 회원가입하는 법

Step 6: “Your Home Page”에 있는 Search Programs (검은 버튼) 을 클릭핚 후

Step 1: www.mesacc.edu 로 접속합니다.
Step 2: 오른쪽 상단 바에 있는 검색 창에 International 을 입력합니다.
Step 3: 첫 번째 검색결과 ( Future F‐1 Students ) 를 클릭합니다.
Step 4: New User Apply Here 클릭해 계정을 만듭니다. 참고 : 로그인 정보와
임시 비밀번호가 이메일 전송 될 것 입니다.

“Show” 박스에 Incoming 을 선택합니다 (다른 박스들은 채워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7: Initial / New International Admission (신입생) 혹은 Transfer Student
(편입생) 중에 어떤 유형의 학생인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 Initial / New
Students(신입생)은 미국 내에 어떤 학교에도 입학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Step 8: “Apply Now”를 클릭합니다.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또핚 제출 핛 때 PDF 포맷이어야 합니다.
재산 증명 서류만약
서류만약 가족/친척이나 개인 후원자가 후원핚다면: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Form 를 작성하고 사인합니다.
스폰서 이름과 최소한의 예금액 $20,350 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혹은 은행에서 발급한 편지. 2022 년도 봄학기 입학 시에는 2021 년 7 월 16 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후원한다면:
Sponsor Letter
본인 스스로 후원핚다면:
본인 이름과 최소한의 예금액 $20,350 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혹은 은행에서 발급한 편지. 2022 년도 봄학기 입학시에는 2021 년 7 월 16 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여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졸업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영어로 번역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영어 능력 인증:
본과 과정 : 토플 (61 iBT, 173 CBT, 혹은 500 PBT), IELTS (5.5 이상) 혹은 PTE (44)
언어 연수과정 (ESL) : 토플 (23 iBT, 97 CBT, 혹은 400 PBT), IELTS (5.5 이하)
예외:
미국 2 년제 대학이나 4 년제 대학에서 학위를 딴 경우.
미국에서 고등학교(4 년)을 다닌 경우.
편입생들은 이전 학업 기록의 평가에 기초하여 영어{Writing/Reading)와 수학 배치 시험 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출석한 대학의 비공식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어 능력 인증 부분은 오직 입학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토플 점수와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들은 수강신청에 앞서 배치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여권 사본
신입생 :
여권 신분증 페이지 사본
편입생:
여권 신분증 페이지 사본
I‐94 (출입국 신고서) https://i94.cbp.dhs.gov/194/#/recent‐search
여권 비자 페이지 사본
전에 소지했던 모든 I‐20 사본

주의:

1. 메사 커뮤니티 컬리지는 입학 절차를 위해 추가의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편입의 경우, 전에 다녔던 미국 대학의 비공식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