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칼리지/대학 지원: 국제학생 FAQ 2013-14 

 

저는 국제전형 지원자에 해당됩니까?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수업을 듣기 위해 미국에 오는 

‘비이민’방문자를 말합니다. 비이민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그린카드)가 없는 사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가 필요한 사람 

 유학비자(F-1) 이나 문화교류비자(J-1)와 같은 학생비자가 있는 사람 

 (대부분의 Northwood의 유학생은 유학비자(F-1)를 가지고 있음)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이지만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학원서는 대학의 

국제전형 입학처의 전문가들이 읽을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국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여권에 따른 입학혜택은 없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에 대한 것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여권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떤 여권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것인지) 만약 학생이 

미국 시민권이 포함된 이중국적자인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나라 출신의 학생들과 함께 심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Northwood 학생들과 함께 심사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각 나라별 학생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측에서는 다양하고 고르게 균형 잡힌 학생들의 집단으로 구성하기를 원합니다. 대학에서 

지리학적인 다양성을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생 5천여 명이 정원인 대학에서 아무리 자격이 된다고 

할지라도 2천 명의 중국학생들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웹사이트에서 재정증명서류(The Certification of Finances)라는 항목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서류이고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정증명서류는 모든 유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정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서류의 주 용도는 학생들이 각각의 대학 학비에 

대한 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류는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요구됩니다. 

o 이 양식은 은행에서 쉽게 발급해 주지 않는 은행확인서(Bank Signature)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서류의 항목에는 “별첨 서류 참조” 라고 적고,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유용가능자금에 대한 

확인서나 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대학 학비는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지원한 학교들 중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의 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원본 서류와 함께 은행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입학지원서와 함께 재정증명서류를 요구하거나 대학합격이 결정된 후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 꼭 확인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칼리지/대학에서는 일반적인 재정증명서류(아래 참조)를 받습니다. 지원하는 대학이 일반적인 

재정증명서류를 받는지에 대해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일반 양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학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용하는 일반 재정증명서류 양식(2013버전): 

http://www.scu.edu/ugrad/admission_process/apply/upload/2013-Certification-of-Finances-

Guidelines_1.pdf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시험을 쳐야 하나요? 

 만약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상 영어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iBT TOEFL을 

응시해야 합니다. 학교의 정책은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4년 과정의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TOEFL 이나 IELTS를 응시함으로써 

간혹 입학과정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iBT TOEFL 100점을 요구합니다. (각 항목별 고른 분포와 함께) 

 Northwood 학생으로서 TOEFL 응시: 

o 주로 뉴욕주 포츠담(Potsdam)에서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o 1년에 30~40회 열림. (8월부터 4월까지) 

o 시험 등록 전, Ms. Paul과 상담하세요 

o 본인이 직접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o 토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등록하세요 

o Northwood에서 1년에 여러 차례 시험장까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교통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o http://www.ets.org/toefl/ibt/faq/ 

 

학생비자 발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Northwood 학생은 Northwood에서 발급한 학생비자(F-1)에서 새로운 대학에서 발급된 

것으로 변경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항상 비자발급비용을 비롯한 비자발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http://www.scu.edu/ugrad/admission_process/apply/upload/2013-Certification-of-Finances-Guidelines_1.pdf
http://www.scu.edu/ugrad/admission_process/apply/upload/2013-Certification-of-Finances-Guidelines_1.pdf
http://www.ets.org/toefl/ibt/faq/


 

유학생에게 입학과정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미국에 소수의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의 외딴 지역 출신이 아닌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 유학생 전형 

지원자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유학생의 신분과 Northwood에 다닌다는 점에 기대를 하며 다른 

지원자와 차별성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상위권 명문 대학 입학과정에서 경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Northwood에서 성공하고, 번창하고, 두드러져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재정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로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과 다릅니다. 

 http://www.edupass.org/finaid/undergraduate.phtml 

 각 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과 재정지원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와 마감기한을 확인하세요 

o 예: 웨슬리(Wesleyan): http://www.wesleyan.edu/finaid/ 

o 예: 로체스터 대학교(Univ. of Rochester): http://enrollment.rochester.edu/financial/ 

o 예: 예일(Yale): http://admissions.yale.edu/faq/international-students-faqs#t182n1719 

o 예: 터프스(Tufts): http://admissions.tufts.edu/tuition-and-aid/applying-for-aid/international-

student-aid/ 

o 가족관계 계정에서 칼리지/대학 프로필에 있는“재정지원” 항목을 눌러 해당 대학에서 

근로장학금이나 성적우수 장학금을 제공하는지 보십시오. 

 Need-blind(or need-aware)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o 아주 소수의 칼리지/대학이 모든 지원자들에게 ‘need blind’를 제공합니다. 

o “Need-blind”(학생맞춤형 장학금)는 대학에서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학업과 개인의 

장래성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많은 need-blind 채택 대학들은 학생의 

가계사정에 따라 책정된 장학금(demonstrated need)의 100%를 충당합니다. 그러나 입학을 위한 

need-blind는 대학에서 합격 후에 학생에게 필요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o 가계사정에 의해 책정된 금액(Demonstrated need)은 학생의 요구한 필요금액(WANT)과 같지 

않습니다. 금액은 학교의 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있어서 

필요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양식과 서류를 대학에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가족들이 자신들의 필요 금액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서류들:  

 복사본: 여권의 정보&사진 페이지; 현재 I-94; 현재 F-1 비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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