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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를 경험하세요 
n Pierce 칼리지는 워싱턴 주에 n전문 스포츠팀: Mariners (농구),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Seahawks (미식 축구) 및 Sounders (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및 하이텍 축구) 
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n자연 지역: 국립 공원 (Mount Rainier, 
n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익스피디아, Olympic, North Cascades), 태평양 
알라스카 항공사, 아마존 및 REI를 해변가, 캐스케이드산, 숲과 강 
포함하여 일부 회사의 본사가 여기에 n한 시간 이내 운전 거리 도시들: 시애틀,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코마, 올림피아 (주의 수도) 

n네 시간 이내 운전 거리: 빅토리아 
및 캐나다 뱅쿠버, 포트랜드, 오레곤, 
태평양 바다 

n시애틀-타코마 국제 공항에서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로 항공 여행 
가능 

n야외 레크리에이션 가능: 1-2시간 운전 
거리 내에 수상 스포츠, 스노우 스포츠, 
등산 및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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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e 칼리지 Fort Steilacoom 
및 Puyallup 
1967년에 설립되어 상위 10% 내의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로써 학업 
우수성 및 학생들의 성공에 대해 전국의 인정을 받았고 준학사 및 
학사 학위, 전문 증명서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인된, 
주에서 운영하는 칼리지입니다. 

Pierce 칼리지는 30분 간격으로 떨어진 2개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캠퍼스 모두 여러 현대식 빌딩, 자연 조경, 
언덕 풍경 및 이례적인 학습 공간 창출을 위한 큰 창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에서는 친근하고 안전하며 환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편안한 학습 공간, 많은 초이스가 있는 푸드 코트, 학생 클럽, 음악 
및 스포츠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해 Pierce에서 저는 제가 꿈꿔오던 비즈니스 스쿨인 뉴욕 
대학의 Stern 비즈니스 스쿨을 포함하여 제가 지원한 4개의 대학 
모두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NYU에서 일등으로 졸업을 
하였고 월스트리트의 여러 유명한 회사들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Pierce 칼리지에서 제가 받은 교육이 이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Yotsaphon Sangnil 
Pierce 칼리지 및 뉴욕 대학을 졸업한 태국인 학생 

20 16 Pierce 칼리지의 자랑스러운 동문 

캠퍼스 시설: 

n전국적으로 인정된, 
수상을 받은 도서관 

n최신식 컴퓨터실 

n새 과학 빌딩 

n무료 인터넷 

n많은 초이스가 있는 푸드 
코트 

n과외 및 라이팅 센터 

n공연예술장 

n휘트니스 센타 

n과학적 반구형 지붕 및 
천체투영관 

수상 내역: 

Pierce 칼리지는 명성적인 
아스펜 연구소가 지정한 
미국내 최상위 10개 
커뮤니티 칼리지 중 
하나입니다. 

Pierce 칼리지는 꿈의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칼리지로 
지명이 되었으며 
학생들이 칼리지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Pierce 칼리지는 미국에서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두 번째로 높은 상인 Leah 
Meyer Austin 을 수상하였습니다. -



 학생들의 라이프 
Pierce 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칼리지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의 균형잡힌 학업적인 
성공과 삶의 경험을 돕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는 많은 클럽과 학생 활동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의 예입니다: 

n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 – 학생들의 소중한 자원 봉사 및 
사회적 책임감 경험. 

n 스키, 스노우 튜브, 쇼핑, 구경, 캠핑, 콘서트 및 박물관 
방문 등과 같은 많은 활동들에 참여 

n 부상하는 리더 아카데미(ELA)에서는 리더쉽 스킬 개발을 
도움 

n 다문화 리더쉽 기관(MLI)에서는 다양성 인지를 장려 

n 모든 학생들을 위한 선거가 있는 학생회 

n 밴드, 합창단 또는 오케스트라 참여 

n 극장 연출에서 연기 또는 디지털 영화 연출 

n 모든 학생들은 우리 대학 스포츠 팀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할 수 있음 

n 학생 홍보대사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돕기 

n 인터네셔널, 타이코 및 문화, 일본 게임 및 시계, 축구, 
환경, 작가, 음악 및 연기 클럽, 탁구, 비즈니스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많은 클럽 참여 

학부 및 학내 스포츠 
Pierce 칼리지는 워싱턴, 오레곤 및 브리티쉬 콜롬비아, 
캐나다에 있는 36개 칼리지로 구성된 매우 경쟁적인 북서 
체육 연맹(MWAC)에서 Fort Steilacoom 및 Puyallup 
칼리지의 체육 학생들이 대학 간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Pierce 칼리지 학생들은 
이렇게 매우 경쟁적인 대학 스포츠팀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n 여자 농구, 소프트볼, 축구 및 배구 

n 남자 야구, 농구 및 축구 



국제 사무실 
서비스 
Pierce 칼리지 국제 사무실은 모든 각국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생들이 학업적, 
직업적 및 삶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직원들은 해외 거주, 고용 및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각 학생들이 다 

독특하며 새 집에 적응하고 
미국에서 칼리지를 다니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생들이 Pierce 칼리지에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학생들을 Pierce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각 학생들을 
이끌며 학생들이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지원, 입학 및 비자 절차를 위한 개인적인 단계별 도움 

공항 픽업 (아무 도착 날짜나 가능)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 파티 

글로벌 장학생 레지던스홀 및 홈스테이를 위한 거주 배치 
센터 

캠퍼스 내 및 밖의 재미있는 활동 및 견학 

심층 편입 조언을 포함한 학업 및 개인 일대일 조언 

파트너 대학으로의 보장된 조건적 입학 

우리 학생 성취자들에 대한 특별 인정 

학생들의 만남, 친구 및 연계 형성을 위한 기회 

성공을 위한 워크샵 및 학습 기회 

현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커리어 경험 기회: 

1 

2 

3 

학생 홍보 대사 장학금 

학생들은 국제 교육 사무실을 통해 학업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학생들은 캠퍼스 내의 일자리에 지원하여 주당 최대 20 
시간 근무 가능 

4 우리 사무실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워크샵을 제공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IEP) 

Pierce 칼리지에서 제 첫 수업은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제 모든 수업들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대화 파트너 프로그램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 학생을 만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는 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Thi Nguyen, 베트남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학생 

Pierce 칼리지의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를 
빠르게 배우고 TOEFL 또는 IELTS 점수가 없이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n IEP 프로그램 수료 후 Pierce 칼리지 학업 코스 입학을 보장 

n 규칙적인 입학. 학생들은 IEP 또는 학업 프로그램을 1년에 4번 
입학을 할 수 있음 

n 초급부터 고급까지 4단계 프로그램 

n 주당 4번 20시간 교실 수업  

n 읽기, 쓰기 및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문법 수업 

n 소규모 교실 – 교실당 20명 이내, 평균 12-14명 

n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경험이 풍부한 ESL 강사 

n 학생들은 캠퍼스 시설을 모두 이용 가능 

n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역의 관심 분야 및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견학 

n 우리의 인기가 좋은 대화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학생들과 
친구되기 

n 공부에 대한 무료 도움을 받기 위해 과외 센터 방문 

단기 프로그램: 

저희는 매해 4주 과정의 인텐시브 영어 및 칼리지 성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준학사 및 대학 편입 
프로그램 
학생들은 2년짜리 준학사 과정을 마치거나 보장된 조건적 입학 대학 파트너로 편입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기 전에 필수 교향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졸업생들은 콜롬비아, 
UC 버클리, UCLA, NYU, 페퍼다인, 퍼듀, 워싱턴 대학 및 다른 많은 훌륭한 대학들에 진학하였습니다. 

학습 영역 
아래에서 다음 전공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학습 경로를 참조하십시오. 

n인류학 
n고고학 
n아트 
n천문학 
n대기 과학 
n생물학 
n비즈니스 편입 
n회계 
n행정 
n재정 
n관리 
n 화학 
n 커뮤니케이션 연구 
n 건설사업관리 
n 형사 행정학 
n 디지털 디자인 
n 디지털 영화 
n 드라마 
n 경제학 
n 교육학 
n 공학 
n항공학 
n생체공학 

n화학 n약대예과 
n토목 n물리치료예과 
n컴퓨터 n역사학 
n전기 n인문학 
n환경 n복지 사업 및 물질 남용 
n산업 n저널리즘 
n물질 n신체운동학 
n기계 n법학 (예과) 
n 영어 n수학 
n 환경 과학 n미생물학 
n 외국어 n음악 
n미국 수화 n해양학 
n프랑스어 n철학 
n한국어 n체육 
n스페인어 
n 지리학 
n 지질학 
n 건강 교육/웰빙 
n 건강 과학 
n치의예과 
n의예과 
n간호예과 
n작업치료예과 

특별 학사 프로그램 
(특별 입학 요건 및 제한) 

n아동 교육학 
n치위생학 
n국토 안보 

저희는 다음 대학들에 대해 최소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 대해 조건적 
입학을 보장합니다: 

n아리조나주 대학 n뉴욕주립대학교 플래츠버그 

n워싱턴-타코마 대학 캠퍼스 

n센트럴 워싱턴 대학교 n콜로라도 주립대 – 콜로라도 

n시티 대학 
스프링스 

n컨커디어 대학교 
n몬테나 대학교 

n에버그린주 대학 
n네바다 대학교 리노 캠퍼스 

n존슨 앤 웨일스 대학교 
n오레곤 대학교 

n루이스 앤 클락 칼리지 
n위스콘신 대학교- 스타우트 

n몬테나주 대학 
n워싱턴주 대학교 

n퍼시픽 루터 대학교 
n휘트워스 대학교 

n포트랜드주 대학 
n웨스턴 워싱턴 대학교 

n물리학 
n정치과학 
n심리학 
n사회 복지/정신 건강 
n사회학 

20 18년에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Joshua 
Ryu, Hong Jae 

“저는 2 0 18년에 퍼듀에 
붙었습니다.” 

Jay 
Choi, Ji-Hyung 



고등학교 수료 과정을 통해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준학사를 빨리 땄고 학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대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지 메이슨 대학에 
합격하였고 그곳에서 제 학사 과정을 마칠 

국제 F ast-Trac k 고등학교 
이수 프로그램 

1 

2 

모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는 국제 학생들은 Pierce 칼리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수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최소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Fast-Track 고등학교 이수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2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 및 금전적 절약 
국제 Fast Track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대학 수업을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워싱턴주 고등학교 졸업증을 딸 수 있으며 동시에 준학사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준비 
학생들은 중요한 학업 스킬을 배우고 미국 교육 체계에 적응하며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및 고등학교 성적표에 달려 있습니다. 각 개별적인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2년 반 이내에 끝내고 
학사 과정을 끝내기 위해 대학으로 편입을 합니다. 

것입니다!” 

Erim Pala, Turkey 
고등학교 수료 과정 



 

 
 
 
 
 

  
 

 

 
 
 
 
 

 

 

 

 
 
 
 
 
 

거주 옵션 
학생들은 저희의 레지던스 홀에서 거주를 하거나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학생들이 친구를 사귀고 
영어를 연습하며 미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홈스테이 
미국 가정들과 같이 살면서 미국 문화 및 삶에 대해 
배웁니다. 홈스테이는 문화적 교환 그리고 깊은 친구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매 달 학생들은 거주 비용에 대해 호스트 
가정에 돈을 지불합니다. 

모든 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침구류가 포함이 된 침대CGS 리빙은 다음을 모든 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책상과 램프포함합니다: n트윈사이즈 침대 
n학생들의 성공을 돕는 친절한 환경n인터넷 액세스 n미니 냉장고 

n공동 부엌 n옷장 n대중 교통에 접근이 가능하며 캠퍼스에 근접 

글로벌 장학생을 위한 레지던스 홀 센터 (CGS) 
독립성을 키우고, 학업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며, 재미있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학생들은 열쇠로 접근이 가능하며 현장 거주 직원의 훌륭한 
지원이 제공되는 안전한 레지던스홀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nWi-Fi 

홈스테이 비용 

식사 불포함: 월 $500 
하루 2끼 식사 포함: 월 $650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우징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www.pierce.ctc.edu/ie-housing 

n책상 및 의자 
nWi-Fi 

레지던스 홀 비용 

방 3개짜리: 월 $56 7 

방 2개짜리: 월 $ 700 

방 1개짜리: 월 $86 7 

n학습실 
n도서관 
n TV /게임실 
n편리한 대중 교통 접근 

https://www.pierce.ctc.edu/ie-housing


    
    

    

    

    

    

   

    
    

    

    

    

    

    

    

Pierc e 칼리지 입학 과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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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Pierce 칼리지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선 지원 날짜”은 비자 취득, 미국으로 

이동 및 사용 가능한 주택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등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합니다. 매 년 4번의 시작 날짜가 있습니다 (아래 챠트 참조).

신청이 끝난 후 48시간 이내에 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DHL로 I-20 양식을 받고 SEVIS 비용을 지불한 후 본국의 미국 대사관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습니다. 


거주 시설을 신청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최소 일주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도록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공항 픽업을 잡습니다 (우선 날짜에 도착을 하여야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 신청을 할 때에 문의하십시오).

공항 픽업 후 자신의 거주시설에 도착한 후 새 집에 정착을 합니다.

학업 과정 또는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을 위해 배치 시험을 치룬 후 등록합니다. 


필수 오리엔테이션, 환영 파티에 참여하고 클럽과 활동에 참가하며 친구를 사귑니다. 


학비를 내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업 캘린더 2018-19 
분기 수업 시작일 수업 종료일 우선 지원 우선 홈스테이 

날짜 지원 마감일 

2018 여름 2018년 7월 2일 2018년 8월 22일 2018년 5월 15일 2018년 5월 15일 

2018 가을 2018년 9월 24일 2018년 12월 7일 2018년 8월 15일 2018년 8월 15일 

2019 겨울  2019년 1월 7일 2019년 3월 21일 2019년 11월 15일 2019년 11월 15일 

2019 봄 2019년 4월 8일 2019년 6월 18일 2019년 2월 15일 2019년 2월 15일 

2017–2018년 학기 예상 비용 (2018년 9월 – 2019년 8월)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수업 

항목 분기별 학업 년도 분기별 학업 년도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학비 & 수수료* $2,750 $8,250 $3,257 $9,771 

책 & 용품 $250 $750 $300 $900 

건강 보험 $331 $993 $331 $993 

거주 & 식사 $650/월 $1,950 $5,850 $1,950 $5,850 

개인적 지출 $750 $2,250 $750 $2,250 

총 비용 (예산) US $6,031 US $18,093 US $6,588 US $19,764 

*학비 및 수수료는 15학점을 기준. 정확한 금액은 학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ierce 칼리지는 주 또는 칼리지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통지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수업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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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이 Pierce 칼리지에 최대한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원하시는 과정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nternationalapp@pierce.ctc.edu 로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일 이내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지원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작성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지원서 
작성을 저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원서 양식 작성 
저희 웹사이트 www.pierce.ctc.edu/ie-apply 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서를 수집: 

n여권 사본 

n칼리지 학비 $19,218 USD 또는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IEP) 학비 $17,814 USD가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은행 
잔고 증명서 

n비공식적 성적표: 

n칼리지로의 입학 또는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IEP)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칼리지/대학 출석 증명서를 
제공해주십시오. 

n Fast Track 고등학교 수료 프로그램: 

영어로 번역이 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중학교 3학년부터 또는 만 14세부터)

n칼리지 합격을 위한 영어 능력 증명서: TOEFL 61 또는 IELTS 5.5 

    다음을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Eiken 2-A, GTEC IBT 1050, ELS 109, EF B2-3 (더 많은 옵션은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IEP)에 등록하실 경우 영어 요건은 없습니다.

지원서 및 문서를 이메일 internationalapp@pierce.ctc.edu 로 보내주십시오. 

처리 및 배송비 지불 ($50)—지불 방법에 대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합격 통지서 및 비자 문서 (I-20 )는 다음 영업일에 우편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 거주지 신청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Pierce 칼리지에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다음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5 

6 

mailto:internationalapp@pierce.ctc.edu
mailto:internationalapp@pierce.ctc.edu
https://www.pierce.ctc.edu/ie-apply


 

 

지금 온라인으로 지원하십시오! 
www.pierce.ctc.edu/ie-apply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pierce.ctc.edu/IE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이메일:  international@pierce.ctc.edu 
전화번호: 253-964-6229 
팩스: 253-964-6256 

위치: 
Pierce College International Education Office 
9401 Farwest Drive SW 
Lakewood, Washington 98498-1999, USA 

#YouAreWelcomeHere 

Pierce 칼리지는 인종, 색깔, 국적, 연령, 인지된 또는 실제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임신, 유전적 정보,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결혼 
상태, 신조, 종교, 영예롭게 퇴역한 재향군인 또는 군인 상태 또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서비스견이나 서비스 동물의 사용에 기반하여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준수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Pierce 칼리지 관할구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253-964-6519 | 9401 Farwest Drive SW, Lakewood 
WA 984 98로 연락을 주십시오. 

Pierce 칼리지는 평등, 다양성과 포용 및 장애 학생의 제외 또는 보조 기구나 서비스 결여로 인한 접근 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칼리지 후원 활동에 대해 합당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편의 시설이 필요하시거나 제공되는 물리적 접근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접근 & 장애 서비스에 253-964-6468 또는 ADS@pierce.ctc.edu로 연락주십시오. 이벤트 최소 2주 전에 알려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Pierce 칼리지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piercecollegeIE piercecollegeIE 

piercecollegeIE PiercecollegeIE 

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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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ttps://twitter.com/PierceCollegeIE
https://www.facebook.com/piercecollegeie/
https://www.instagram.com/piercecollegeie/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Snyk11Nde7yOGuz7xGXw
https://www.pierce.ctc.edu/ie-apply
https://www.instagram.com/piercecollegeie/
mailto:internationalapp@pierce.ctc.edu
mailto:ADS@pierce.ct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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