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3

Navigate Schools
학교검색

Research your options to find a college or
university that best fits your needs. The best
college or university is the one that is best for
you and meets your requirements - academic,
financial, and personal. You should begin your
search at least 12 to 18 months prior to the
academic year when you hope to enroll at a U.S.
college or university.

본인에게 주어진 대안들을 검토하여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찾으세요. 본인의 학문적,
금전적, 개인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본인이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최소한 12~18 개월 전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Things to think about before navigating

 학교 검색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schools:
What will you study? (major)
How much will you need? Will you need
financial assistance?
What type of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ships does the school offer?
What are your test scores and overall GPA?
What type of school do you want to attend?
(two-year, four-year / big, medium, small /
public vs. private / city, urban, suburban,
etc.)
What kind of activities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college? (clubs, sports,
internships, co-op programs, and more)

 Things to do:
 Search for information online (refer to

‘College Search Websites’ below)
 Talk to teachers, counselors, parents, and
friends for guidance
 Ask schools directly for more information
(send emails, set an online chat session,
meet alumni, participate in EducationUSA
webinar sessions, etc.)
 Make a list of schools you wish to apply
and narrow it down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전공)
 학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가?

 지원 대학에서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장학금을 제공하는가?

 본인의 시험 성적과 GPA 평점은 얼마인가?
 어떤 유형의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가?
(2 년제, 4 년제 / 대형, 중형, 소형 / 공립, 사립 /
대도시, 도시, 교외 등)

 대학에서 어떤 종류의 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가? (클럽, 스포츠, 인턴십, 코옵 (co-op)
프로그램 등)

 해야 할 일: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합니다 (아래 ‘대학 검색
웹사이트’ 참조).

 교사, 카운슬러, 부모, 친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대학에 직접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메일 문의,
온라인 채팅, 졸업생 상담, EducationUSA
웹세미나 참가 등).

 지원 희망 대학을 리스트로 정리한 후 대상을
압축합니다.

https://kr.usembassy.gov/education-usa-ko
AmericanCenterKorea@state.gov
02)397-4649

Navigate Schools
학교검색

 Define Your Priorities, U.S. Undergraduate:

 미국 학부과정 유학을 위한 본인의 우선사항 정리:

When searching for an undergraduat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first look at your own
priorities to locate a program that is the best fit
for you. Your priorities may change over time,
but they will help guide your program search.
There are several key questions that you should
answer:

미국의 학부과정을 알아볼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우선시하는 바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의 우선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학부과정
검색에 있어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답해보아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hy do you want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What are your short-term and long-term
goals?
How will you pay for your
undergraduat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Will you be seeking financial aid?
Do you prefer a two- or four-year
program or both?
What are your grades and English test
scores?
What size institution do you prefer?
Would you like to attend a private or
public institution?
How easily will you adjust to your new
community and environment?
Do you prefer living in an urban,
suburban, or rural setting?
Would you like to live on campus or off
campus?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clubs or
sports?
출처: 미국 국무부 EducationUSA,
https://educationusa.state.gov/sites/default/files/define_your
_priorities_-_undergraduate.pdf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단기적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 학부과정 학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학자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2 년제와 4 년제 중 선호하는 것이 있는가,
혹은 두 가지 모두 좋은가?
본인의 학점 및 영어 공인시험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규모의 교육기관을 선호하는가?
사립과 공립 중 어느 곳에 다니고 싶은가?
낯선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심, 교외, 전원 중 어느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가?
교내(on campus) 거주와 교외(off campus)
거주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동아리나 스포츠 모임에 가입하고 싶은가?

 College Search Websites (대학 검색 웹사이트):




Big Future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collegesearch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collegenavigator/

https://kr.usembassy.gov/education-usa-ko
AmericanCenterKorea@state.gov
02)397-4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