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2

Admission Calendar/Checklist
지원 일정표/체크리스트

Time Frame

List

Attend college fairs, exhibitions, on-line seminars offered from EducationUSA
or other parties
EducationUSA 및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미국유학 설명회, 박람회, 온라인
세미나 참가

Start navigating schools of your choice
12 ~ 18
months prior
to your
application
deadline
12 ~ 18
개월 전

미국대학 검색 및 정보수집

Prepare for English Language Tests (TOEFL, IELTS, etc.), U.S. Standardized
Admission Tests (SAT, SAT Subject Test, ACT, etc.) and any other tests
required (GRE, LSAT, GMAT, etc.)
공인영어시험 (TOEFL, IELTS), 미국대학 입학시험 (SAT, SAT Subject Test,
ACT), 대학원 입학시험 (GRE) 등 그 외 필요한 시험 준비 (LSAT, GMAT 등)

Register for the tests in advance (TOEFL, SAT, GRE, etc.)
공인영어시험 및 대학입학시험 등록 (TOEFL, SAT, GRE 등)

Research financial aid opportunities (local, government, etc.) and get ready to
apply if you meet the requirements
장학금관련 정보 검색 (정부, 재단, 개인 등)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준비

Check passport validation
여권 유효기간 확인

10 ~ 12
months
prior

Do more research on schools of your choice (search for scholarship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10 ~ 12
개월 전

Make a list of schools of your choice on a one page spreadsheet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지속적으로 학교 검색, 지원 희망학교 정보 취합 (재정지원 관련 정보 포함)

학교 검색 시 스프레드시트 (엑셀파일)를 활용하여 학교 별 정보 입력

Take English Language Tests (TOEFL, IELTS, etc.) or any other tests required
영어시험 및 필요한 공인시험 지속적으로 응시

8 ~ 10
months
prior
8 ~ 10
개월 전

Complete your school list
학교 검색, 지원희망 학교 리스트 작업 완료

Start filling out Common Application and other applications depending on
different schools

Common Application 및 학교별 지원서 작성

Check

Admission Calendar/Checklist
지원 일정표/체크리스트

Time Frame

List

Gather necessary documents such as bank statements, transcripts,
and official records
필요서류 수집 (재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5~7
months
prior
5~7
개월 전

Start to draft your essays
에세이 초안 작성

Ask for recommendation letters
선생님, 교수님 및 교내 지도선생님께 추천서 요청

Continue taking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or other tests if necessary
영어시험 및 필요한 공인시험 지속적으로 응시

Receive final recommendation letters from teachers, professors, and counselors
선생님, 교수님 및 교내 지도선생님들로 부터 추천서 받기

2~5
months
prior
2~5
개월 전

Consistently receive feedback from your peers, adults, and advisors/counselors
on your essay
동료, 학급 친구, 선생님들로 부터 에세이 피드백 받은 후 지속적으로 수정작업
진행

Search for housing options and check deadlines for on-campus housing (some
schools have mandatory first-year housing policies)
교내 기숙사 정보 및 교외 하우징 검색 (신입생의 경우 1 년동안 필수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Finalize your essay
에세이 작성 마무리

1~2
months
prior
1~2
개월 전

Complete all financial aid application forms (if applicable)
재정지원서 작성 (해당자에 한함)

Complete your college applications
지원서 작성완료

Submit applications before deadline
마감일 전 지원서 및 모든 서류 제출

Che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