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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진학
많은 학생들이 미국대학에

격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

Ivy League Admissions
Rates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US

니다. 2010년 각 대학 합격

NEWS & World Report 는

률을 보자면, 하버드대학은

전세계 상위 10개 대학 중

2009년 7%에서 6.9%로 하

Harvard

6.9%

7대학을 지정했으며, 상위

락하였으며, 시카고 대학은

Yale

7.5%

50개 대학 중 20개 그리고

26.8%에서 18%로 하락했

상위 100 개 대학 중 31개

습니다. 유펜은 17.1%에서

Princeton

8.2%

를 미국대학 중에서 선정했

14.2%로 하락했습니다.

Columbia

9.2%

Brown

9.3%

Dartmouth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학
생들은 자신의 합격률을 올

습니다. 미국대학을 진학하
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
되지만 입학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낮은 합격률은 매
우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미국대학은 예전에 비해

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

적으로 늘어나는 입학 희망

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매년

자들로부터 차별화 할 수 있

지원학생들이 늘어나고 있

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

으며, 2004년에서 2006년

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

동안 하버드 입학 희망자가

은 우수한 학업 성적과 높은

15 % 증가했으며, 프린스턴

SAT 점수, 특별활동 이외

대학은 29%, 브라운대학

에 학생의 전체적인 성숙도

20%, 코넬대학 35%의 놀라

를 평가합니다. 또한 점수와

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평균수치로만 학생을

렇게 많은 증가율로 인해 합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Class of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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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으로
봅니다. 만약 대학지원자가
효과적으로 그들의 관심 과
목이나 특별활동에 헌신하
는 것 그리고 특정학교에 대
한 열정을 잘 표현 한다면
많은 지원희망자중에서 눈
에 띄게 될 것입니다.

팅 분야의 신 개척자로 고

성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그

객이 원하는 미국대학 입

니다.

들의 높은 학문적 성과와

실력있는 강사진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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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모든

입학과정을 돕기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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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전문 컨설팅 팀을 구

각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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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Ivy Global은 교육 컨설

저희는 고객의 미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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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론토와 밴쿠버에

T H IS

T HE SAT S

의 열정, 헌신, 그리고 학교

학을 도와 드립니다.

I N SIDE

배움에 대한 열정은 학생
들에게 좋은 롤모델 역할
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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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MORE THAN
30 OF THE
HIGHEST RANKED 45
INSTITUTIONS
ARE IN THE
UNITED
STATES ”

미국 대학의 권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교수, 연구원들에게 특히나 매력적인 요소

있습니다. Shanghai Jiao Tong의 전 세계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생들

대학순위에 따르면 최상위45 대학 중에 30

에게는 미국의 교육입학 시스템을 이해하기

개 이상이 미국대학입니다.

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10전세계 대학의 인터넷통계 We-

미국에는 공립대학에서 사립대학까지,

bometrics Ranking에 의하면 상위 200개

liberal arts colleges (단과대학)에서 전문

대학 중 103개 대학이 미국대학인 것으로

대학까지 너무나 많은 종류의 대학이 있기

밝혀졌습니다. 미국대학의 다양한 연구 프

때문입니다. 본 자료는 미국대학 입학 시스

로그램과 연구비 지원이 우수한 국제학생,

템과 다양한 종류의 미국대학을 소개합니다.

아이비리그
I VY L EAGUE
SCH OOLS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북에 위치한 8개의

정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모든 대학

사립대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브라운

들이 U.S. 뉴스 &월드리포트 지가 선정한

·

Brown University

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코넬대학교, 다

대학 랭킹 상위권에 있고 미국의 가장 오

·

Columbia University

트마우스 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

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8개

·

Cornell University

대학교, 펜슬베니아대학교, 예일대학교가

대학 중에 7개가 미국 식민지 시대에 설립

·

Dartmouth College

아이비리그 대학들입니다. “아이비리그”

되었으며, 1865년 설립된 코넬 대학교만

·

Harvard University

라는 단어는, 특히 스포츠 용어로써, 1954

예외입니다. 따라서 아이비리그 대학은 미

·

Princeton University

년 미국 국민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대학

국 혁명 이전에 정부의 인증을 받은 9개의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운동 팀으로 나뉘어졌을 당시 미국대학체

대학들 중에 7개에 해당합니다.

·

Yale University

육협회 (NCAA Division 1)의 창단 이후부
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나 이 용어는 더 이상 단순한 운동 연합의
의미가 아닌 현재는 미국의 가장 오랜 역
사를 가진 대학들의 교육 철학과 그 열정
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비리그는 학문적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비리그 대
학들은 전세계 교육기관들 중에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재
정은 2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브라운 대학
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경우 26조에 까지 이
릅니다. 뿐만 아니라, 8개의 모든 대학들은

우수성과 입학 선별력, 심지어 사회적 엘

연구비로 수 백만 달러를 지원 받고 연방

리티즘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계 사람들

정부에서도 차별된 보조금을 받습니다.

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 받으며 자주 미국
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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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대학교
사립대학은 정부에 세금 면제와 학생자
금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정부가 각 사립
대학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각 대
학 위치에 따라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합
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과 같이 사립대학
은 교육기관으로써 공식인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립 대학들은 공식
인증이 없어서 그 학교의 학위는 공식적으
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않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립대학들이

T OP P RIVAT E
S C H OOLS

성적은 우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

Caltech

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Duke University

아이비리그 대학은 가장 잘 알려진 사립

·

Georgetown University

대학입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의 명

·

Johns Hopkins University

성, 기부금 그리고 입학 선별과정과 견줄

·

MIT

만한 다른 많은 사립 대학들도 있습니다.

·

Northwestern University

·

Stanford University

입학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관여하지

비록 미국 법은 사립대학들은 무분별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그 외의 각 대학의

공립 대학교
대부분의 미국 공립대학은 미국 정부에

부에 대해서 결정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니다. 현재 오직 웨스트포인트와 같은 미

미국 주는 최소한 한 개의 주립 대학을 운

국 군대와 연계된 기관들만이 연방 정부의

영하고 있으며, 많이 운영하는 주의 경우

허가를 받았습니다.

T OP PUB LIC
S C H OOLS
·

College of William &
Mary

·

UC Berkeley

·

UCLA

·

University of Michigan

·

UNC (North Carolina)

대학들을 “Public Ivies”라고 부릅니다. 미

·

University of Virginia

않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비를 요구합니

시간대학교, 윌리엄매리대학교, UC 버클

·

US Military Academy

다. 대학들은 해당 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

리대학교, UCLA, 버지니아 대학교등 이

·

US Naval Academy

이나 그들의 부모들이 세금을 지불함으로

지속적으로 상위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

써 그 대학을 지원한다는 점을 이유로 더

다.

30개 이상에 대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공립대학은 사범대학으로써 출
발하여 결국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
다.
대부분 주립대학들은 그 주에 살고 있지

많은 학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런 점을 합법적 행위로 인정하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주가 그들의 기
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본시장의 한 참여자로 역할을 담당한
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권위 있는 미국 대학들이 사립
대학이지만 몇몇 공립대학들은 명성과 선
별력에 있어서 사립대학을 견줄 수 있습니
다. Richard Moll은 이런 권위 있는 공립

최근 몇 년간 공립대학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은 감소되고 있으며, 많은 공립대학들
에 개인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법학, 경영, 의학대학과 같은
몇몇 전문 대학원들은 대부분 개인기부에
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을 통해 연방정부가 연방 대학
시스템을 설립하는 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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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 OLLEGES
인문과학 대학
T OP L IB ERAL A RT S
C OLLEGES

인문과학 대학의 교육철학은 다른 타 대학들
과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

도와 학생들간에 긴밀한 공동체 형성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지식을 가르침으

·

Amherst College

·

Bowdoin College

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문과학대학들 중에서

·

Haverford College

는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

·

Middlebury College

니다. 낮은 교수 대 학생 비율 덕분에 학생들

·

Swarthmore College

·

Williams College

로써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

은 교수들과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구중심에 기반을
둔 대학들의 학생들은 과목을 대학원 조교들
에게 배우게 되는 반면 인문과학대학 강의는
현 교수진에게 배우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문과학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소수입학제

4년제 인문과학대학과정을 끝내는 학생들
은 문학사(Bachelor of Arts)나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를 수료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college” 라는 의미는 학사학위
를 승인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따로 법적인 의미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university” 라는 의미는 박사학위
를 승인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미국의 매사추
세츠주와 같은 경우에는 “university” 라는
표현을 2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승인할 수 있
는 기관에게만 사용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미술 디자인 학교
T OP A RT & D ESIGN
S C H OOLS
·

CalArts

·

Cooper Union

·

RISD (Rhode Island)

·
·

SAIC (Chicago)
Yale University

미국 미술 디자인 학교들은 – 혹은 최소한

술, 실내 디자인/실내 건축과 같은 실용적인

미술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주는 학교들-

과목과 미술역사, 디자인/ 건축과 같은 학업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

관련 과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Col-

습니다.

lege of Fine and Applied Art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첫째는 Art Academy of Cincinnati,
Lyme Academy College of Fine Arts 그리
고 O’More College of Design과 같은 작은
사립 미술 디자인 학교 입니다. 이런 대부분
의 학교들은 지역 대학들과 함께 파트너를
맺으며 학생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합니다. 예를 들어 Rhode Island School

또는 Yale School of Art와 같은 학교는 단
순히 미술, 건축, 디자인 학교들입니다. 그러
나 더 큰 대학들의 미술 학부들에는 다른 점
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대학 프로그
램들이 미술전문대학교들에 비해 교양 수업
들을 더 포함하려고 하고 스튜디오 워크는
다소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of Design 은 Brown University와 그리고
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미술 학부는 공립대

Tufts University 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전문대학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A프로그램이지만, BFA, MA, MFA도 있습

이것보다 약간 큰 미술학교는 큰 대학에 미
술학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studio art, 그래픽 디자인, 사진, 건축, 조경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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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부분은 음악전문대학교(Conservatories)

University 와 연계), 그리고 Cleveland

T OP M USIC
S C H OOLS

입니다. 음악전문대학교는 음악에만 집중

Institute of Music (Case Western Re-

·

Berklee College of Music

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과목은 가

serve University와 연계.)

·

Curtis Institute of Music

많은 우수한 음대는 더 큰 대학교들로 편

·

Juilliard School

입되었습니다. 이런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

New England
Conservatory

The Peabody Institute (Johns Hopkins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음악 대학들의 대

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음악전문대학
교는 클래식 음악이나 현대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 분야를 접목시키

음악 학부가 대학교들에 편입되었을지라

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음악전

도 독립적인 기관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

문대학교는 줄리아드 음대, The Colburn
School, the New England Conservatory,
the Boston Conservatory, Curtis Insti-

습니다.
몇몇 대학들은 장래 음대 지원자들을 위

tute of Music, and Berklee College of

해 입학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usic 등이 있습니다. 몇몇 음악전문대학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음악 공부뿐

교들은 예전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만 아니라 학과 과목 또한 소홀히 하지 않

최근에는 지역 대학교들과 협력하는 방향

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음대를

을 선택해왔습니다. 이런 경로를 거친 학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astman

Northwestern University, Indiana Uni-

School of Music (University of Roch-

versity at Bloomington, and Rice Uni-

ester와 연계), The Hartt School

versity.

(University of Hartford와 연계), Mannes College (The New School과 연계),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점에 가중치를 두나요?
모든 학교들이 같은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작은 인문과학대학들은 논술과
특별활동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큰 미국주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적과 SAT 시험결과 위주로만 학생의 입학을 결정합니다. 아이비리그 대
학교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에 유력한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Small Liberal Arts Colleges

Grades

Ivy League Schools

Large State Universities

Personal

Grades

Personal

Grades

Personal
SAT

SAT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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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W T O A PPLY
미국대학 입학 공통 원서 / C OMMON A PPLICATION
공통원서를 사용하지않
는 미국대학교 리스트
·

Georgetown University

·

MIT

·

Most State Universities
(California, New York,
Texas)

미국대학 입학 공통 원서는 미국 415개

까다로운 대부분의 미국 university 와

대학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표준

college 에서는 공통원서 외에 학교에서

원서 서비스입니다. 원서는 개인 정보와

보충 입학원서(Supplement Application)

지원자의 학업성적, 그리고 특별활동 내용

를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등을 요구합니다. 입학원서에서는 학생들

공과대학교와 조지타운대학교는 공통원서

에게 논술(Essay)과 짧은 답안(Short An-

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개별 원서

swers) 형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서 구성요소
고 있는가? 그들은 열정과 책임감을 지니

학업정보

고 있는가? 그들이 학교의 건전한 발전에
미국대학 입학 공통 원서는 각 지원자들

기여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방가 후 계획,

에게 학생 평균 학점, 학교 과목, 그리고

취미, 열정, 그리고 직업이나 자원봉사 활

학업 수상 경력과 같은 구체적인 학업정보

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를 요구합니다. 또한 여름학기 과정을 수

각 활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한 학생들은 원서에 꼭 표기해야 합니다. 있는가와 특별활동에 있어 자신의 역할에
그리고 SAT , SAT II 성적을 표기하는 것 대해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 ACT,
TOEFL, IB 또는 AP 시험성적 또한 원서

논술 (Essay)

에 포함해야 됩니다. 공통 원서는 학생들
의 미래 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업관심사와 전공 과목,
직업상의 계획, 그리고 대학원 진학여부와
같은 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학 공통 원서는 두 종류의 논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0단어 장문 논술과
150 단어 미만의 단문 논술을 요구합니다.
단문 논술은 특별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제
하는 것이고, 장문 논술에서는 학생이 여
섯 논술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특별활동 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술 주제는 사회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업 외 생활과 학

적 이슈나 개인경험에 관련한 것들 입니다.

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통해 학

지원자들은 낮은 성적이나 결석 그리고 학

생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

업장애에 관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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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체크리스트
미국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
니다.
마감일

미국 대학 입학 공통 원서지
(www.commonapp.org)

Rolling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표 (9-12학년)

얼리 디시전

SAT I 또는 ACT 시험 결과

레귤러 디시전

디시전

11월- 3월

Rolling

11월 1일

12월 15일

1월 1일

4월 1

2개의 SAT II 과목별 시험 성적
장문 논술 (250 단어 이상)
단문 논술 (150 단어 미만)
보충 논술 (Supplement Essays)
특별활동 리스트
2명의 선생님 및 가이던스 추천서
인터뷰 (해당 학교만)

조기지원
조기지원을 하게 될 경우 명문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의 선택임을 밝히는 행위 입니다. 이것은
구속력을 가진 서약이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합격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2개의 조기입학전형이 있습니다:
얼리 액션 (구속력 없음)-Early Action
얼리 디시전 (구속력 있음)- Early Decision
얼리 액션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
얼리 디시전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합격할 경우에는 무조건 입학
을 해야 합니다.) 얼리 디시전은 보통 10월
말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생들은 12
월 중순까지 입학결정을 학교측으로 부터 통
보를 받습니다. 반면에, 레귤러 디시전 지원
자들은 1월1 일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되며,
학생들은 4월 1일까지 입학 허가 결정에 관
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얼리 디시전으로 지

다.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진
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리 디시전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는 달리, 얼리 액션
제도를 지니고 있는 대학은 지원자들이 한 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
지만 Single Choice Early Action 은 단지
한 학교에만 지원할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Stanford대학 과 Yale대학은 Single Choice
Early Action 에 속하는 학교들입니다.

원할 경우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가 그들의 최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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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학비 지불 방식
비용
4년제 명문대학은 대략 미국달러로 5만불 정

프린스턴 대학교

매년 비용

도 합니다. 이것은 교통비와 생활비를 제외
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프린스턴 대학의 일
년 비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학비

$35, 340

기숙사비

$11,680

총 금액

$47,020

학자금 지원
2가지 종류의 학자금 지원 제도가 미국에서

려운 학생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학자금입

는 가능합니다: merit-based aid 그리고 need

니다. 많은 대학들은 무상 연방 학자금 보조금

-based aid 가 있습니다.

신청서 (FAFSA)를 통해 학생들이 연방, 주립,

Merit-based aid 성적우수 장학금
많은 학교와 그 외 타 기관들에서는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merit scholarship

그리고 대학 지원금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사
립대학에서 need-based 장학금의 필요를 알
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조 지원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No-loan financial aid

을 뛰어난 학업성적이나 SAT 점수 그리고
ACT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2001년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자자금 지원서
에서 대출자금제도를 폐지시킨 미국 최초의 대

특별한 재능이나 리더십 가능성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능력을 토대로 선별하여 주어지는 장
학금 또한 있습니다. 그 외 YMCA나 Boysclub
과 같은 특정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예비된 장학금지원도 가능합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모든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merit scholarship 의 고려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별도의 장학금을 위한 지원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Merit
scholarship은 지원자의 재정 필요성과 상관없
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입니다. 그 후 많은 대학들이 학자금 지원서
에서 대출자금제도로 부분적으로 허용하던지
아니면 아예 폐지시킨 대학들이 많이 생겨났습
니다. 그리고 무담보 대출학자금 프로그램은 저
소득 가정을 위한 것으로 그 액수는 각 대학마
다 다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원자들의 숫자
를 늘리고,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빚을 줄이며,
다른 타 경쟁 학교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
치하는데 유리한 이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
대출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Need-based aid
Need-based financial aid는 경제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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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제도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에서는 캐나다학생들

장학 정책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N EED - B LI N D SC HO OLS
FOR C A NA DI AN S

을 포함한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

need-blind 학교들은 전액 장학 제도를 가

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미국

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학 지원금을 받게 되

·

Amherst College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

면 때로는 캐나다 학생이 캐나다 대학보다

·

Columbia University

과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 수

·

Dartmouth College

10개의 대학입니다.

도 있게 됩니다.

·

Harvard University

·

Middlebury College

·

MIT

·

Princeton University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Williams College

·

Yale Univeristy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다트머스대학
교, 콜롬비아대학교, 펜슬베니아대학교, 프
린스턴대학교,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암헐
스트대학교, 미들버리대학교, 윌리암대학교.

체육 특기자 장학금
체육 특기자 장학금은 미국에서는 일반적
이고 대개 NCAA에 의해 규정됩니다. 아이
비리그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체육 특기자 장

Need-blind Admissions 정책

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eed-blind Admission 정책은 학생의 재
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입학결정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
교가-그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데 동의하는-전액

N EED -B ASED 장학금 사례
Need-blind 대학에서는 학자금 신청을 하는 것이 학생이 입학허가를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학생들의 필요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할 당시
보조금, 대출금, 아니면 워크스터디 (work-study)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페케지를 받게 됩니
다. 프린스턴대학교와 같은 몇몇 대학에서는 모든 대출지원을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중산층 가정이 학자금을 통해 어떻게 미국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가정소득

$60,000

$100,000

$150,000

학비

$50,000

$50,000

$50,000

Need-based

$45,000

$30,000

$20,000

$5,000

$20,000

$30,000

장학금
실제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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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SAT S
SAT R EASONING T EST
A B OUT
·

THE

SAT

Perfect Score: 2400
(received by only about
200 students per year)

·

Median Score: 1500

·

Register at
CollegeBoard.com

·

Cost: USD 75

The SAT Reasoning Test (논리력 시험)은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지를 평가하며, 본문 내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표준 시험입니다.

용을 토대로 정확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

SAT는 College Board 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능력을 평가합니다. 즉 높은 점수획득을 위해

모든 소유권 과 출판권을 이곳에서 동일하게

서는 높은 수준의 단어와 빠른 독해 능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1901년 처음

요구 됩니다.

소개 되었으며, 이후 명칭과 점수 채점 방식이
수학

여러 번 수정되었습니다.
2005년에 개정된 SAT Reasoning Test 는
3시간 45분 동안 실시되며, 국제학생들은 미
국달러로 $75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시험 점
수결과는 보통 600 점에서 2400 점 사이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SAT에는 독해, 수학, 논술과 같은 3가지 부
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학생들
은 200점에서 800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SAT 수학 부문 에서는 학생들의 논리적 사
고와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이론에 대한 이
해력을 평가합니다. SAT 수학 부문은 3
Section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4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와 연산영역, 대수와 함수, 도형 과 측정
및 자료의 분석, 통계와 확률.
논술

있습니다.
SAT 논술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문법상의
독해

오류나 영어사용법을 평가는 물론이고, 자신

SAT 독해 부분은 2개의 영역을 평가합니다.
학생의 언어 수준 특히 대학교 수준의 관련

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SAT의 구성방식
논술:

- 1개의 25분 논술 작성
- 1개의 25분 논술 기술 (객관식)
- 1개의 10분 논술 기술 (객관식)

독해:

- 2개의 시험 각 25분 (객관식)
- 1개의 20분 (객관식)

수학:

- 2개의 시험 각 25분 (객관식)
- 1개의 20분 (객관식)

Experimental - 1개의 25분 (성적평가 없음)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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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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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I 과목 시험
SAT 시험 조언

SAT과목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이며 과목별로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20개 과
목들에 한하여 시험을 고를 수 있으며 각 시험시간은 1시간입니다. 모든 대학교가

·

일찍 등록하기! 등록
날짜가 조기에 마감
됨.

·

대부분의 대학들은
당신의 최고 SAT 점
수를 봅니다. 시험을
두번 정도 보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추천 SAT 도서:
College Board SAT
Study Guide

SAT 과목시험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 대부분 명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
어도 2개의 SAT 과목시험을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입학요구상황에 맞추어 과목시험을 선택합니다. 시험을 보는 당일에 학
생들은 3과목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SAT 과목시험들은 정규 SAT 시
험과 같은 날짜에 진행됩니다.
과목

평균점수

문학

583

불어/듣기 평가 포함

621

미국역사

601

독일어

610

세계사

585

독일어/ 듣기 평가 포함

596

수학 Level 1

593

현대 히브리어

628

수학 Level 2

644

이태리어

654

일본어

682

한국어

754

라틴어

613

스페인어

634

스페인어/듣기 평가 포함

638

생물학

E-591
M-630

화학

629

물리

643

중국어

764

불어

612

과목

평균 점수

SAT 실험 날짜
캐나다에서는 SAT 시험을10월, 11월,
12월, 1월, 5월, 6월 이렇게 6번을 볼 수

college board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우편
그리고 전화로 등록가능 합니다.

있습니다. 11월, 12월, 5월, 6월에는 각
달의 첫째주 토요일에 시험날짜가 입습니
다. 2006년에는 1,465,744번이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SAT 과목 시험은 시험당일 한 권의 큰
문제집 형태로 주어집니다. 듣기평가를 요
구하는 언어시험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몇
개의 과목별 시험을 사전에 등록한 내용과

시험당일에는 SAT Reasoning Test 나

는 별개로 학생이 시험당일에 예정했던 과

SAT 과목 시험 중 3개까지 볼 수 있습니

목과 다른 과목시험을 보기 원하면 그렇게

다. 시험을 보기 원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해도 무방합니다.

시험을 보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3주전에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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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시리즈 I (입학 원서 에세이)
입학 에세이의 중요성

미국 명문대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대
부분은 입학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나면 지망을 한다. 즉 지망자들의 학교 점
수나 SAT, SAT II, AP 점수들이 대부분 높은
학생들이다. 결국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원서는 남에게 쉽게 밀리고 만다. 2008년
도만 해도 하버드대학에서 SAT 2400 만점
받은 지망자들 반이나 거절 되고 말았다.
매년 미국 명문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사
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명문대에서는 이런 점수 이상
을 떠나 지망자의 에세이, 추천서, 과외활동,
리더쉽등을 통해 학생을 자세히 알길 원한
다.
특히 에세이는 지망자가 자신을 뚜렷히 나
타낼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다. 한 심
사위원당 수백개 심지어는 천개까지의 입
학원서를 읽고 심사해야 한다. 이 많은 원
서들중 빛나는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장점
그리고 왜 자신이 이 대학에 적합한지에 대
해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것
이다. 그런만큼 입학 심사 과정에서 에세이
는 학업 점수 다음으로 중요하다 볼수있다.

미국 명문대 입학 에세이 TIPS
Show initiative and passion (솔선하며 Be Unique (독특성을 보여라! 자신을 차
열정을 보여라!)
별화 하라!)
미국 명문대
입학 심사원들은 “future
leader” 즉 내일의 리더들을 원한다. 자신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학교 클럽이 있다던지
또는 과외활동 클럽에서 리더이면 에세이
속에서 나타낼수도 한다. 그리고 에세이안
에 클럽활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
라! 이것이야 말로 저들이 찾고있는 리더
쉽을 보여줄수 있는 기회인것이다. 현제
아무런 클럽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자신의 열정을 찾은 후 클럽을 결정하도록
하자. 흥미와 열정없이 아무 클럽에 드는
것보다 자신이 즐길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있는 클럽을 생각해보자.

Ivy Global

하버드와 예일은 매년 30,000명이 넘는 지
망자가 입학원서를 제출한다. 이 많은 지
망자들중 자신을 차별화 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에세이 인것이다. 자신만의 독특성
을 통해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
다. 한 심사위원이 읽는 에세이 만해도
1,000개가량이 된다. 대부분이 지루하며 많
은 이들이 자신을 차별화 하지못한다. 그
저 자신의 SAT 나 학업 점수를 자랑할 뿐
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지망
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에세이
를 창조롭고 흥미롭게 구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흔히 다 하나는 피아노, 바올린
의 스토리보단 나만의 유일한 장점을 중심
으로 에세이를 쓰는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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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PS C ONTD .
Be Detailed (자세히 구체적으로 자신 Don’t overedit, Don’t overpackage
(과장하지 말기!)
을 나타내라!)
입학 에세이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써야 한
다. 에세이를 통해 자신을 선명하게 뚜렷하
게 전달해야 하기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을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

명문대 입학 심사의원들은 너무나 쉽게 어
떤 에세이가 전문가 에디터의 손을 거쳐
들어왔는지 구별할수있다. 지망자들 또한

에세이 안에 적절치 못한 어려운 단어나
에 에세이를 통해 지망자의 인상과 윤곽을 문장을 통해 특별하게 보이려 하지만, 이것
그려본다. 하지만 에세이 안에 자신이 잘 만큼 큰 실수가 없다. 에세이 자체가 딱딱
나타나 있지 않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한 느낌이 들며 이런 에세이들은 심사위원
인상을 주지 못한다. 또한 인생이야기를 한 들을 오히려 잠들게 한다. 즉 완벽하게 편
두 페이지에안에 다 쓰기보단 이제까지 겪 집된 에세이가 아닌 에세이 안에 담겨있는
은 한 경험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 내용에 중심을 두어야한다. 그렇다해서 스
쳐온 경험에 대해 자세히 흥미있게 쓰도록 펠링 또는 문장 실수는 절대 안된다. 먼저
말했듯이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흥미롭
하자.
게 쓰도록 하자!

C ONCLUSION
입학 에세이는 명문대 원서 자체를 빛낼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많은 지망자들이 에세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는 너무 힘들어 할때도 있다. 그러나 에세이의 기
회를 잘 살린다면 좋은 성적과 함께 명문대의 합격 통지서를 기대해 볼만도 하다.

추천 도서

Writing the College Essay by Harry Ba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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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MPLE 입학 원서 에세이
프린스턴과 컬럼
비아대학에 합격
한 Ivy Global 학생
입학원서 에세이

BEWARE: GIRL WITH WRENCH
My friends never approved of the “smart” kids. Good grades were apparently lame. Passion for the sciences was social suicide. And above all, the kids who stayed after school for
robotics were reserved a special seat at the very bottom of the social food chain. Right
below the kids who watch Star Wars religiously and right above the kids who have imaginary friends. Hah!
This stigma was the catalyst to my secret life. After school, once the halls had been evacuated, I snuck into the washroom, and put on my robotics T-shirt that even smelled like
physics. It humorously featured a stick figure reminiscent of bathroom signs and in bold
letters underneath: “BEWARE! Girl with Wrench”. It was one of my most prized possessions.
We would all gather in the physics lab and begin our work hastily, as the six-week deadline left us with little time to spare. I would remove myself from the rest of the girls and
resume my programming. The most tedious job in all the Robotics Team, the role of programmer was not coveted, and I was usually left to complete the job alone. I ha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credible programming code I was wrestling with was indecipherable, rivaling the Egyptian hieroglyphics in complexity. However, I felt we had come to
an agreement. We had choreographed an uneasy dance that allowed us, if not to waltz
happily onward, then to at least forcefully tango into a state of temporary mutual tolerance. Lol!
Last night, just as the team was finishing the chassis of the robot, I was screwing the last
piece of metal into the frame, with my goggles on and my power drill in hand. Out of
nowhere, one of my friends, Jessica, having forgotten one of her textbooks in the physics
lab, burst into the room. She was out of breath and obviously in a hurry, but stopped suddenly when she saw me. Her mouth hung open as she gaped at me in disbelief, “What are
you doing here?” she spewed out with a snarl. “I thought you were at dance practice?”
My friends hardly shared my passion. It wasn’t enough that I had been up all night preparing for the upcoming competition, but now I had to deal with them, too. I had rehearsed
this in my head. There is nothing wrong with robotics. Sure, the robotics stereotype is
notoriously riddled with a lack of friends, and in some cases, a lack of bathing, but I knew
this was only a result of ignorance.
“Please don’t cry. Please don’t cry. Please don’t cry,” I whispered to myself the next
morning at school. A hot tear rolled down my cheek as I took in a deep breath. They
were looking right at me. I quickly lifted up my hands and wiped the tears away, trying to
pass it off as a tired rub.
The dam that I was frantically trying to build to stop the rising waters in my tear ducts
gave way. My friends were looking at me closer now, not trying to hide the fact that they
knew. I looked up at the ceiling, praying that this would stop the tears somehow, but they
persisted as I listened to the snicker of the girls at the next table.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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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one of the girls got up, flipped her long blonde hair, and started walking over to me.
My throat dried up and I started licking my lips to try and restore some of the moisture and
some of my dignity. This only made it worse.
“Hey Grace!” she said with a smirk on her face as she finally approached me, “I heard you
were at robotics last night. You decided to ditch us for the physics nerds? That’s really cool.”
My unchanging face surprised her, as she expected me to immediately fall to the floor where
I would beg for forgiveness. She persisted regardless, “Anyways, will you be at my party tonight?”
“Actually, I don’t think so.”
“What, are you going to ditch us for robotics again?” her smirk became a scowl as she anticipated my response.
“Yeah. I think I will.”
I never feared walking down a crowded hallway with my robotics T-shirt on again. Our team
won regional’s, competed at the world championships, and won the respect of our entire
school. Sacrificing my teenage popularity on the altar of scientific discovery, I came to appreciate the stifled potential that women have in the sciences. I never knew the true meaning of
pride until that moment, where I could forget everything I knew about how to be cool and
how to be popular and just focus on how to be me.

E SSAY C RITIQUE
열정과 독특성이 보이는 입학 에세이이다.

지원을 한다. 공통원서 에세이 뿐만아니라

딱딱한 느낌 없이 Story를 구체적으로 잘

Supplement Essays까지 포함하면 10개

나타낸 글이다. Robotics 란 흔한 Club 활

가 넘는 에세이들을 준비해야 한다. 원서

동 내용을 통해 이학생은 흥미있게 자신의

준비 계획을 잘 짜야하며 이 학생과같이

열정을 나타내고있다. 이 에세이의 장점은

열정과 독특성이 잘 나타나는 에세이를 준

이 글을 읽다보면 너무나 학생 자신을 잘

비하려면 적어도 3-4개월정도의 시간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Robotics Club

두고 쓰는것을 추천한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재미와 감동이 함께한 글이다.
이 글은 전 컬럼에 나와있는 모든 Essay
Tip들을 잘 사용하고있다. 이 학생은 에세
이를 끝내는데 3개월정도 걸렸다. 즉 원서
마감일 한두달 정도 앞두고 에세이를 시작
한다면 좀 늦은감이 있다. 가장 좋은시기
는 11학년을 마친후 여름방학동안 원서를
준비하는것이다. 한 학생당 평균 6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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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시리즈 II( 여름 방학 계획 )
여름 방학 계획

미국 명문대 입학준비를 위하여 특히 여
름 방학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여름 방
학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그 세워진 계획
대로 실천에 옮겨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과는 반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되는대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몰라 금 촉
같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
다. 2개월이라는 긴 여름 방학 동안에 차
근차근 미리 계획을 잘 세워 그대로 실천
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 명문대학 원서
작성때, 해당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실

제적이고, 학생들 각자에게 잘 준비된 ACTIVITY LIST/특별활동 리스트를 이용한다
면, 장차 자신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
러한 계획은 가급적 9학년 시작되는 여름
방학 때부터 시작 하는 것이 좋다. 다음 리
스트는 저자가 추천하는 미국 명문대 입학
을 위한 여름방학 계획 리스트 중 일부이다.

방학 TIPS
1. College High School Programs / 명문대학
내 여름방학 프로그램
미국 명문대에서는 매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여름 프로그램들이
있다. ESL반 에서 Calculus반 까지, 또한 음
악에서 리더쉽반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로 가득하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과 함께
대학 credit 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
의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학생들 자신
이 다닐 미래 학교를 미리 체험하고, 느낌
으로서 학생 스스로가 “나는 기필코 이러한
명문학교에 입학 해야지” 하는 확고한 결심
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참석은 해당
학교 측에서도 그 만큼 학생이 본 학교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
려 하게된다. 아이비리그 대학교, MIT, 버
클리, 스텐포드 등과 같은 미국 유수의 대
학에서는 매년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국
제 최고 수준의 알차고 품격 높은 여름 방
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Ivy Global

2. 우등반으로 가기
우선 Advanced Placement/AP 과목이란 대
학에서 이수할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이수함으로써 대학의 학점을 미리 인정받
을 수 있다. 미국 명문대입학과정에선 고
등학교때 AP를 몇 과목 택하고 어떤 성적
을 받았는지를 주요시 생각한다. 현재 다
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AP반이 없다면
여름 방학동안 AP시험을 준비해야한다. 11
학년전 여름방학동안 AP를 준비해 11학년
5월 시험을 치른다면, 12학년 때 좀더 학업
이 가벼워지고 대학 원서 준비에 더욱 집
중 할 수 있다. 또한 AP 시험에서 좋은 점
수를 따 낸다면 대학교 1학년 credit를 받게
되어 처음 대학생활에 그러하지 못한 학생
들보다 학업 면에서 쉽게 적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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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PS C ONTD .
3. Focus study on standardized tests/SAT I,
SAT II 준비
방학동안 집중해서 SAT, SAT II 등 시험
계획을 잘 준비 하자. 무엇보다도,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자. 개개
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혼
자 공부를 통해 준비하는 학생, 1:1 전문
과외를 통해 준비하는 학생, 학원을 통해
준비하는 학생, 어떠한 방법이든 자신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여름동안 잘 준비해야 한다.
4. Volunteer/봉사 활동
자원 봉사 활동은 자신의 적성에 맞고 또
한 본인의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분야로 찾
아야 한다. 정말 이분야에선 내가 돈을 받
지 않고도 재미를 느끼며 할수 있는지 자
신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자. 또한 내 자신
이 흥미를 갖고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인지 진정으로 잘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린
분야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병원

이나 양로원 등 남을 도울수 있는 봉사활
동 또한 있다.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결국
에는 봉사를 베푼 사람이 얻는것이 더 많
다는 것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5. Summer Job/인턴쉽
실제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입학원서
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학생의 실직적인
면을 보여줄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여름동안 맥도낼드에서 케시어로써 또는
법률회사 비서로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가
학교에 보여줄수 있는 좋은 면이 될수있다.
자신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일이나
어느 분야를 새로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일
들이 있다면 꼭 해볼만하다. 좋은 인턴쉽
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갇게 된다. 여름동안
이런 직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수많은 미국 명문대 지망자들
안에서 자신을 뚜렷하게 나타낼수 있기때
문이다.

C ONCLUSION
미국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아주 중요하
다. 물론 위에 소개한 5개가지 모두를 방학동안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 중 3개정도
를 잘 골라 계획을 잘 짜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람
있고 자신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여름방학을 잘 사용함으로 후회 없는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매년 이
런 계획 실천을 통해 하나하나 잘 해나간다면 미국 명문대 입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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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LETES
NCAA (미국 대학 체육 협회)
미국 대학 체육 협회 (The National Col-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legiate Athletic Association) 는 1200 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입학사정권들은 뛰

의 작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어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대학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이렇게 우수한 운동선수들에게는 큰 금액의

습니다. NCAA 에 속하는 대학은 Division I,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NCAA 규정에 의하면

Division II, Division III 와 같은 3가지 종류

Division I 과 Division II 대학들은 운동선수

의 Divis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규

들에게 입학장학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Divi-

모를 자랑하는 대학들은 Division 1 에 속해

sion III 대학에 경우에는 이것을 금하고 있

있으며, 그 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들은 Di-

습니다. Division I 대학들은 Division II 대

vision II 나 Division III에 속합니다. 2002

학들보다 입학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뛰

년에는 84,952명의 남학생들이 Division I

어난 운동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 가장 많은

에 소속 되어 활약했으며, 같은 해 62,667

장학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 여학생들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NCAA D IVISION I 필요사항
Division 1 에 선정되기 위해서
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은 아래
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균성적
(A = 4.0, B=3.0,
C=2.0)

SAT 점수
(Math 및 Reading 점수)

• 고등학교 졸업

3.5

420

• 적어도 13과목을 수료 (영어,

3.3

500

수학, 과학, 사회 포함)

3.0

620

2.7

730

2.5

820

2.3

900

2.0

1010

• 아래와 같은 내신성적과 SAT
점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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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크루팅 FAQ
운동선수로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National Letter of Intent 는 무엇
하나요?

인가요?

만약 학생이 국가대표선수나 해당 스포

The National Letter of Intent는 법적

츠 분야에서 최고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서류이며, 체육 특

아니라면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학교나 코

기 장학금을 받은 운동선수가 그 장학금을

치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잠재력

받는 대신 해당 학교에 1년간 다니겠다는

있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운동 프로그램에

약속입니다. NCAA 규칙에 의하면 다른

전자메일이나 전화를 해도 됩니다. 학생이

타 대학과 National Letter of Intent 를

흥미가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찾고 그 프

체결한 학생을 리크루팅 하는 것을 금하고

로그램의 코치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코치

있습니다. 체육 특기생들은 National Let-

의 연락처는 대학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ter of Intent 를 꼭 서명해야만 되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지만 리크루팅 과정에서 법적 효율성
과 같은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공식적인 캠퍼스 방문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코치와

요?

체육특기생간에 구두계약은 구속력이 없

공식적인 방문은 학교에서 지불을 하고

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체육특기 장

-오직 한 학교에 한 번만 방문할 수 있으

학금이 있나요?

며 5개 학교 이상은 안됩니다.

아이비리그대학에서는 체육특기생이나

-공식 방문을 하기 전에 방문할 대학에 고

우수학생장학금 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등학교 성적표와 SAT나 PSAT 성적표를

하지만 매우 좋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학자금 제도는 학
생의 자금필요에 대해 결정이 됩니다. 대

-캠퍼스에 48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

부분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캐나다 거주자

다.

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하지만 몇몇 제약

아이비리그대학에서는 체육특기 장학금

이 있습니다. 모집 규정을 보길 원하면

을 지원해 주지 않지만 뛰어난 운동선수들

NCAA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을 리크루팅 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입학과정에 유리하며, 그 중에 정말 최고
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게는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입학 기
준을 이들을 위해 낮추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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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입학 샘플
미국 대학에 합격한 샘플 IVY GLOBAL 학생 STAT
HARVARD

YALE (Early Action)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사립

학교 평균: 94%

학교 평균: 93%

SAT I: 2310

SAT I: 2340

SAT II Math Level 2: 800

SAT II Math Level 2: 800

SAT II Literature: 800

SAT II Biology (m): 770

SAT II Chemistry: 750

SAT II Literature: 800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Prefect (Leadership)

School Prefect (Leadership)

House Captain

TV News

Debate Captain

Model UN

Model UN Captain

Varsity Hockey Player (Team Captain)

PRINCETON

MIT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공립

학교 평균: 96%

학교 평균: 98%

SAT I:2310

SAT I: 2360

SAT II Math Level 2: 790

SAT II Math level 2: 800

SAT II Chemistry: 780

SAT II Physics: 800

SAT II Physics: 770

SAT II Biology: 800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Prefect (Leadership)

Pilot License

Robotics Captain (International Competition)

Brampton Junior Citizen of the Year

DECA Captain

School Council

Research Assistant at Mount Sinai Hospital

DECA Captain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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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ENN (THE WHARTON SCHOOL) (Early
Decision)

COLUMBIA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사립
학교 평균: 95%
SAT I: 2250
SAT II Math Level 2: 800
SAT II Literature: 780
SAT II French with Listening: 770
AP Economics Macro: 5
AP Economics Micro: 5
AP Calculus AB: 4
AP English Literature: 5
Extracurricular Activities:
DECA Executive

학교 평균: 95%
SAT I :2220
ACT: 34
SAT II Math Level 2 : 800
SAT II Chemistry: 800
SAT II Physics: 800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esident - Computer Programming Club
President - Math Club
School TV Reporter
Varsity Squash Team

Model UN (Chair)
Summer Student Internship
City Regional Student Council

UC BERKELEY

BROWN (Early Decision)

고등학교: 공립

고등학교: 사립

학교 평균: 92%

학교 평균: 92%

SAT I :2170

SAT I: 2230

SAT II Math Level 2 : 750

SAT II Math Level 2: 770

SAT II Chemistry : 690

SAT II Chemistry: 750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DECA Executive (International)

Varsity Rowing Crew (조정팀)

Summer Student Internship

Summer Paid Work Experience

School Council (Director)

Wildlife True Committee

School Swim Team

Student Council

Iv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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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단어 리스트 - I SAT 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 60개
1. Abstruse

p Difficult to understand

2. Cajole

p Coax

3. Digress

p Stray from the subject

4. Elucidate

p Clarify

5. Epitome

p Representative Example

6. Expedient

p Useful

7. Florid

p Flowery

8. Ineffable

p Impossible to Express

9. Laconic

p Concise

10. Nebulous

p Vague

11. Verbose

p Wordy, long-winded

12. Bombastic

p Pompous

13. Callous

p Insensitive

14. Capricious

p Fickle

15. Caustic

p Bitter

16. Felicitous

p Well-suited, happy

17. Histrionic

p Excessively dramatic or emotional

18. Maudlin

p Overly sentimental

19. Penchant

p Preference

20. Reticent

p Emotionally reserved

21. Ebullient

p Enthusiastic

22. Alacrity

p Eagerness

23. Insipid

p Dull, boring

24. Placid

p Calm

25. Acrimony

p Bitter animosity

26. Debacle

p Failure

27. Facile

p Superficial, effortless

28. Intrepid

p Courag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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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enuous

p Insignificant, flimsy

30. Acumen

p Insightfulness

31. Epiphany

p Sudden realization

32. Lithe

p Grace, supple

33. Pedant

p Show-off of knowledge

34. Uncouth

p Crude

35. Venerable

p Commanding respect due to age, dignity

36. Illicit

p Illegal

37. Avarice

p Greed

38. Frugal

p Cheap

39. Miserly

p Cheap, stingy

40. Provident

p Prudent, frugal

41. Venal

p Willing to accept bribes

42. Despot

p Dictator, tyrant

43. Eclectic

p From diverse sources

44. Hackneyed

p Common

45. Polemical

p Controversial

46. Staunch

p Strong and loyal

47. Sycophant

p Suck-up, flatterer

48. Trite

p Common

49. Denigrate

p Belittle

50. Extol

p Praise

51. Noxious

p Poisonous

52. Hubris

p Arrogance

53. Recalcitrant

p Stubborn

54. Burgeon

p Grow, flourish

55. Dearth

p Scarcity

56. Inundate

p Flood

57. Paucity

p Scarcity

58. Relegate

p Demote

59. Ubiquitous

p Ever-present, pervasive

60. Cacophony

p Noise, discordant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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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T 질문 형식
샘플 SSAT VERBAL SECTION
SECTION 1
Time - 30 Minutes
60 Questions
This section contains two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For each type of questions, directions and sample questions are provided.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contains a word, followed by five choices. Select the word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original world.
Sample Question:
ASSIST:

(A)
(B)
(C)
(D)
(E)

praise
help
complete
slide
reward

ANSWER: B

1. AMIABLE
(A) elegant
(B) friendly
(C) bigoted
(D) flexible
(E) capable

4. INANIMATE
(A) realistic
(B) exuberant
(C) lifeless
(D) educated
(E) personal

2. NOVICE
(A) gentleman
(B) agreeable
(C) understanding
(D) amateur
(E) unwillingness

5. IDIOT
(A) scrooge
(B) virtuoso
(C) confidant
(D) ally
(E) imbecile

3. INSOLENT
(A) quiet
(B) lazy
(C) unfriendly
(D) disobedient
(E) angry

6. PENITENT
(A) repentant
(B) dogmatic
(C) satisfied
(D) thoughtful
(E) talk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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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llowing questions, select the phrase that best completes the meaning of the sentence.
Sample question:
Glove is to hand as
(A) baseball is to bad
(B) scissors is to paper
(C) blue is to color
(D) apple is to orange
(E) hat is to head

ANSWER: E

32. Pianist is to hands as
(A) scientist is to laboratory
(B) ballerina is to feet
(C) hospital is to doctors
(D) artist is to face
(E) head is to body

36. Laughter is to amusement as
(A) smile is to grin
(B) snarl is to happiness
(C) silence is to jabbering
(D) frown is to displeasure
(E) pout is to enthusiasm

33. Cake is to baker as
(A) painting is to artist
(B) book is to library
(C) apple is to farmer
(D) drum is to musician
(E) milk is to ice cream

37. Solitary is to hermit as
(A) busy is to homework
(B) policeman is to society
(C) greedy is to scrooge
(D) school is to learning
(E) hungry is to stomach

34. Pencil is to writing as
(A) sunlight is to raining
(B) apron is to cooking
(C) mop is to cleaning
(D) excitement is to driving
(E) chocolate is to sweetness

38. Imaginary is to real as
(A) dark is to light
(B) vegetable is to broccoli
(C) teacher is to school
(D) chair is to stool
(E) dinosaur is to lizard

4. C

5. E

6. A

31. A

3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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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35. Button is to shirt as
(A) baby is to mother
(B) cake is to icing
(C) eye is to face
(D) animal is to panda
(E) dog is to puppy

Answers:
1. B
2. D

31. Deer is to forest as
(A) whale is to ocean
(B) apple is to fruit
(C) lion is to tiger
(D) sock is to shoe
(E) child is to parent

33. A

34. C

35. C

36. D

37. C

3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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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주립 대학
Est. SAT 25-75
Percentile
2070 - 2350
2090 - 2360
2100 - 2370
2010 - 2300
2030 - 2320
2050 - 2320
2020 - 2290
2140 - 2340
2000 - 2320
2000 - 2300
1935 - 2250
1990 - 2300
2055 - 2340
2030 - 2280
1960 - 2240
2085 - 2295
1940 - 2230
1970 - 2270
1910 - 2220
2010 - 2270
1995 - 2265
1800 - 2170
1840 - 2150
1965 - 2235
1730 - 2100
ACT 27-31
1910 - 2180
1800 - 2080
2040 - 2300
1880 - 2150
1830 - 2140
1860 - 2100
1815 - 2085
1930 - 2180
1850 - 2160
1820 - 2100
1840 - 2100
1770 - 2040
ACT 26-31
ACT 26-30
1700 - 2040
1830 - 2130
1630 - 1970
1560 - 1940
1850 - 2130
1630 - 2010

Harvard University (MA)
Princeton University (NJ)
Yale University (CT)
Stanford University (C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olumbia University (NY)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Dartmouth College (NH)
Duke University (NC)
Cornell University (NY)
Brown University (RI)
University of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IL)
Emory University (GA)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Johns Hopkins University (MD)
Rice University (TX)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Vanderbilt University (TN)
University of Notre Dame (IN)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University of Virginia *
Georgetown University (DC)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
Tufts University (MA)
Boston College
New York University
Wake Forest University (NC)
Lehigh University (PA)
Brandeis University (MA)
College of William and Mary (VA) *
University of Rochester (N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Bo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 Champaign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OH)
University of Washington (WA)*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NY)
University of Texas—Aus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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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of High
School Class
95%
94%
95%
89%
97%
93%
94%
88%
90%
89%
84%
91%
80%
83%
88%
95%
80%
87%
75%
79%
84%
99%
88%
84%
97%
90%
86%
76%
83%
80%
67%
63%
90%
76%
80%
70%
66%
53%
55%
58%
99%
68%
84%
95%
62%
70%

Acceptance
Rate
7.2%
10.1%
8.6%
8.0%
10.7%
11.0%
17.7%
15.3%
13.5%
22.4%
19.1%
11.2%
27.3%
26.2%
26.6%
22.2%
27.8%
22.3%
36.3%
20.1%
28.6%
21.5%
32.1%
18.8%
22.8%
50.0%
24.4%
34.0%
26.6%
30.1%
37.8%
43%
32.8%
32.4%
33.5%
38.7%
60.9%
54.3%
65.4%
59.5%
39.9%
70.0%
61.0%
52.6%
42.2%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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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
University of Florida *
Syracuse University (NY)
Tulane University (LA)
Yeshiva University (NY)
University of Miami (FL)
Pepperdine University (CA)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C)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

1590 - 1950
1590 - 1900
1650 - 1950
1710 - 2040
1570 - 1900
1870 - 2110
1630 - 1990
1740 - 2050
1660 - 2010
1790 - 2070
1800 - 2085
ACT 25-30

96%
96%
37%
72%
45%
51%
40%
67%
45%
65%
62%
43%

49.2%
48.7%
51.2%
42.7%
60.1%
26.5%
62.6%
44.4%
34.4%
37.4%
41.9%
64.9%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New Brunswick(NJ) *
University of Pittsburgh *
University of Georgia *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MA)
University of Connecticut *
Purdue University—West Lafayette (IN) *
University of Iowa *
Fordham University (NY)
Miami University—Oxford (OH) *
Clemson University (SC)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TX)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
Virginia Tech *
University of Delaware *
Michigan State University *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NJ)
Baylor University (TX)
Colorado School of Mines 11*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
Brigham Young University—Provo (UT)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 *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
St. Louis University
SUNY—Binghamton *
Marquette University (WI)
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Raleigh *
University of Denver
American University (DC)
Iow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University of Alabama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Drexel University (PA)
Clark University (MA)
Texas Christian University
SUNY—Stony Brook *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University of Vermont *

1600 - 1940
1740 - 2040
1690 - 1980
1580 - 1910
1800 - 2085
1670 - 1960
1530 - 1880
ACT 23-28
1650 - 1935
ACT 24-28
1670 - 1960
1710 - 2010
ACT 24 -29
1650 - 1940
1580 - 1920
ACT 23-27
1710 - 2010
1620 - 1935
ACT 25-29
1570 - 1910
ACT 25-30
1540 - 1890
ACT 24-29
ACT 25-31
1785 - 2025
ACT 24-29
1605 - 1890
1590 - 1890
ACT 24-29
1750 - 2060
ACT 22-28
ACT 22-28
ACT 21-28
ACT 23-28
ACT 22-28
1630 - 1930
1620 - 1935
1570 - 1910
1620 - 1910
1590 - 1920
1630 - 1920

41%
43%
48%
46%
53%
38%
28%
23%
41%
38%
47%
35%
39%
38%
39%
29%
53%
40%
49%
27%
49%
96%
23%
34%
49%
35%
23%
37%
35%
48%
27%
28%
39%
27%
25%
31%
31%
32%
34%
23%
23%

61.5%
55.4%
55.6%
66.9%
67%
49.7%
73.1%
83.0%
49.6%
78.8%
57.6%
53.0%
50.0%
66.7%
57.0%
72.4%
50.9%
49.9%
84%
72.6%
69.0%
71.7%
84.0%
71.1%
39.7%
65.5%
43.1%
59.0%
70.5%
53.2%
87.3%
77%
58.7%
83.0%
73%
54.6%
64.2%
59.2%
39.9%
66.9%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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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BERAL A RT C OLLEGES
SAT Scores
(middle 50th %)
1965-2307

Top 10% of
highschool
95%

Acceptance
Rate
20.4%

1

College
Williams College (MA)

2
3
4

Amherst College (MA)
Swarthmore College (PA)
Wellesley College (MA)

1970-2310
2010-2290
1930-2210

86%
83%
86%

16.0%
17.4%
35.2%

5
6
7
8

Carleton College (MN)
Middlebury College (VT)
Pomona College (CA)
Bowdoin College (ME)

1990-2250
1938-2210
2090-2320
1980-2250

78%
82%
87%
82%

30.5%
20.5%
16.1%
19.4%

9
10
11
12
13
14
15
16

Davidson College (NC)
Haverford College (PA)
Claremont McKenna College (CA)
Wesleyan University (CT)
Grinnell College (IA)
Vassar College (NY)
Harvey Mudd College (CA)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VA)

1900-2160
1960-2230
1965-2235
1370-1780
1830-2190
1960-2220
2083-2330
1970-2200

80%
89%
84%
68%
64%
67%
94%
81%

26.4%
25.3%
22%
51.1%
33.7%
24.7%
32.1%
19.0%

17
18
19

Smith College (MA)
Hamilton College (NY)
Colgate University (NY)

1710-2055
1965-2205
1890-2145

61%
75%
69%

53%
29.8%
28%

20
21
22
23

United States Naval Academy (MD) 11*
Oberlin College (OH)
Colby College (M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NY) 11*

1740-2055
1920-2200
1900-2150
1755-2055

63%
72%
63%
47%

14%
33.7%
34.2%
15%

24
25
26
27

Bates College (ME)
Bryn Mawr College (PA)
Colorado College
Macalester College (MN)

1905-2100
1790-2080
1850-2130
1910-2170

63%
63%
67%
66%

32%
48.6%
32.4%
46.2%

28

Scripps College (CA)

1900-2160

76%

32.9%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Mount Holyoke College (MA)
Barnard College (NY)
Bucknell University (PA)
Kenyon College (OH)
College of the Holy Cross (MA)
Trinity College (CT)
Lafayette College (PA)
Occidental College (CA)
Bard College (NY)
Furman University (SC)
Whitman College (WA)
Union College (NY)

1815-2085
1910-2180
1845-2100
1850-2130
1785-2055
1810-2080
1750-2060
1810-2080
1860-2160
1770-2070
1850-2140
1695-1980

55%
84%
72%
59%
65%
55%
62%
62%
64%
64%
58%
65%

53%
31.0%
29.9%
38.5%
34%
41.3%
42.4%
42.9%
29%
56%
41.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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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P B USINESS P ROGR AM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T OP E NGINEERING P ROGRA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Massachusetts Inst. of Technology (Sloan)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Haas) *
New York University (Stern)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U.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Kenan-Flagler) *
Emory University (Goizueta) (GA)
University of Texas–Austin (McCombs) *
Univ. of Southern California (Marshall)
University of Virginia (McIntire) *
Cornell University (NY)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Kelley) *
U. of Illinois–Urbana-Champaign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lin)
Boston College (Carroll)
Georgetown University (McDonough) (DC)
Univ. of Wisconsin–Madison *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Fisher) *
Pennsylvania State U.–University Park (Smeal) *
Univ. of Minnesota–Twin Cities (Carlson) *
University of Notre Dame (IN)
Purdue Univ.–West Lafayette (Krannert) (IN)*
University of Arizona (Eller) *
Univ. of Maryland–College Park (Smith) *
Arizona State University (Carey) *
University of Washington *
Babson College (MA)
Michigan State University (Broad) *
University of Florida (Warrington) *
University of Georgia (Terry) *
Wake Forest University (Calloway) (NC)
Case Western Reserve Univ. (Weatherhead) (OH)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Cox) (TX)
Texas A&M Univ.–College Station (Mays) *
University of Iowa (Tippie) *
Boston University
Brigham Young Univ.–Provo (Marriott) (UT)
University of Pittsburgh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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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husetts Inst. of Technolog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Stanford University (CA)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Cornell University (N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U. of Illinois–Urbana-Champaign *
Princeton University (NJ)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Purdue Univ.–West Lafayette (IN)*
University of Texas–Austin *
Univ. of Wisconsin–Madison *
Johns Hopkins University (MD)
Northwestern University (IL)
Virginia Tech *
Pennsylvania State U.–University Park *
Rice University (TX)
Texas A&M Univ.–College Station *
Columbia University (NY)
Rensselaer Polytechnic Inst. (NY)
Univ. of California–Los Angeles *
Univ. of Minnesota–Twin Cities *
University of Washington *
Duke University (NC)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
Univ. of California–San Diego *
Univ. of Maryland–College Park *
North Carolina State U.–Raleigh *
University of Florid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 of Southern California
Harvard University (MA)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
University of Virginia *
Arizona State University *
Case Western Reserve Univ. (OH)
Iowa State University *
Lehigh University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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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P P RIVATE S CHOOLS
T OP 25

IN

C ANADA

알파벳순위

School

City

Province

Appleby College
Branksome Hall
Brentwood College School
Collingwood School
Crescent School
Crofton House School
Havergal College
Lakefield College School
Lower Canada College
Meadowridge School
Miss Edgar’s and Miss Cramp’s School
Ridley College
Shawnigan Lake School
St. Andrew’s College
St. Clement’s School
St. Gerge’s School
St. Michaels University School
Strathcona-Tweedsmuir School
The Bishop Strachan School
Toronto French School
Trinity College School
University of Toronto Schools
Upper Canada College
Vancouver College
York House School

Oakville
Toronto
Mill Bay
West Vancouver
Toronto
Vancouver
Toronto
Lakefield
Montreal
Maple Ridge
Westmount
St. Catherines
Cowichan Valley
Aurora
Toronto
Vancouver
Victoria
Okotoks
Toronto
Toronto
Port Hope
Toronto
Toronto
Vancovuer
Vancouver

ON
ON
BC
BC
ON
BC
ON
ON
QC
BC
QC
ON
BC
ON
ON
BC
BC
AB
ON
ON
ON
ON
ON
BC
BC

T OP 8 B OARDING S CHOOLS

IN

C ANADA

School

City

Province

Appleby College
Brentwood College School
Lakefield College School
Ridley College
Shawnigan Lake School
St. Andrew’s College
St. Michaels University School
Trinity College School

Oakville
Mill Bay
Lakefield
St. Catharines
Cowichan Valley
Aurora
Victoria
Port Hope

ON
BC
ON
ON
BC
ON
BC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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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P 25

IN THE

School
Chapin School
Choate Rosemary Hall
Collegiate School
Commonwealth School
Dalton School
Deerfield Academy
Groton School
Harvard Westlake School
Hopkins School
Horace Mann School
Hotchkiss School
Lawrenceville School
Middlesex School
Milton Academy
Noble and Greenough School
Phillips Academy
Phillips Exeter Academy
Roxbury Latin School
St. Mark’s School
St. Paul’s School
The Brearly School
The College Prepatory School
The Spence School
The Windsor School
Trinity School

US
City
Princeton
Wallingford
Richmond
Boston
New York
Deerfield
Groton
Studio City
New Haven
Bronx
Lakeville
Lawrenceville
Concord
Milton
Dedham
Andover
Exeter
West Roxbury
Southborough
Concord
New York
Oakland
New York
Boston
New York

T OP 25 B OARDING IN THE US
State

School

NJ
CT
VA
MA
NY
MA
MA
CA
CT
NY
CT
NJ
MA
MA
MA
MA
NH
MA
MA
NH
NY
CA
NY
MA
NY

Cate School
Choate Rosemary Hall
Concord Academy
Cranbrook Schools
Deerfield Academy
Episcopal High School
Georgetown Prep
Groton School
Kent School
Lawrenceville School
Milton Academy
Northfield Mount Hermon
Peddie School
Phillips Academy
Phillips Exeter Academy
St. George’s School
St. Mark’s School
St. Paul’s School
The Hockaday School
The Hotchkiss School
The Loomis Chaffee
The Middlesex School
The Taft School
The Thacher School
The Webb Schools

City

State

Carpinteria
Wallingford
Concord
Bloomfield Hills
Deerfield
Alexandria
North Bethesda
Groton
Kent
Lawrenceville
Milton
Mount Hermon
Hightstown
Andover
Exeter
Middletown
Southborough
Concord
Dallas
Lakeville
Windsor
Concord
Watertown
Ojai
Claremont

CA
CT
MA
MI
MA
VA
MD
MA
CT
NJ
MA
MA
NJ
MA
NH
RI
MA
NH
TX
CT
CT
MA
CT
CA
CA
알파벳순위

A DDITIONAL R ESOURCES
R ECOMMENDED W EBSITES : 추천 엡사이트
http://www.satscores.us - 미국 대학 SAT 평균 점수
http://www.collegegrid.com - 미국 대학 입학 정보
http://www.collegeboard.com - SAT I, SAT II 등록
http://www.commonapp.org - 미국 대학 공동 원서
http://www.ets.org - 토플 등록
http://www.topprivateschools.ca - Top 25 캐나다 사립학교
http://www.topboarding.ca - Top 8 캐나다 보딩학교
http://www.topprivateschools.us - Top 25 미국 사립학교
http://www.ssatprep.com - SSAT 모의고사
http://www.ssat.org - SSAT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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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Y G LOBAL R ESULTS
O UR R ESULTS
아래는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Ivy Global 학생들이 입학한 미국 상위 대학교의
일부 목록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해당학교에 입학한 Ivy Global 학생수 입니다.
Harvard University (14)

University of Michigan (2)

Medical / Dental Schools

Yale University (3)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Scholar Program (1)
8 Year Medical Program

Princeton University (6)
Stanford University (1)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

MIT (2)

University of Washington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6)

Middlebury (1)

Columbia University (6)

Embry-Riddle University (4)

Cornell University (14)

Boston University (4)

Dartmouth College (7)

Syracuse University (1)

Brown University (6)

UK Schools

University of Chicago (5)

University of Oxford (1)

Duke University (3)

University of Cambridge (2)

UC Berkeley (4)

London School of Economics (1)

Johns Hopkins University (4)

University of St. Andrews (2)

Georgetown University (6)

Art and Design Schools

Tufts University (2)

RISD (2)

Carnegie Mellon University (3)

Parsons (2)

Emory University (2)

Pratt (1)

Northwestern University (3)

SVA (1)

University of Sheffield Dental
Program (1)
5 Year Dental Program

NYU and Stern Business (16)

FIT (1)

And many more...

UCLA (3)

LIM College NYC (1)

Ivy Global

St. Louis University Medical
Scholar Program (1)
8 Year Medical Program
Penn State’s Accelerated Medical Program (2)
7 Year Medical Program
University College of Dublin(1)
6 Year Medical Program
Royal College of Surgeons in
Ireland (5)
6 Year Medical Program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1)
6 Year Medical Program
Barts and London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 (1)
5 Year Medical Program
University of St. Andrews (1)
6 Year Medic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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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RONTO

V ANCOUVER

150 Eglinton Ave East
Suite 401
Phone: 416-225-4242
info@ivyglobal.ca
www.ivyglobal.ca

3665 Kingsway
Suite 262
Phone: 604-630-0301
vancouver@ivyglobal.ca
www.ivygloba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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