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지원 절차
지원방법: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ØØ 온라인: www.academyart.edu 사이트 접속 후, 오 른 쪽 네 비 게 이 션 바 에 있 는 “Apply Now” 를 클릭하셔서 지원하시거나
ØØ 이메일/팩스: 첨 부 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이 메 일 이 나 팩스로 제출하시고 관련 비용은 본교와
제휴되어있는 https://www.flywire.com/pay/academyart 통해서 제출하시거나
ØØ 인터네셔널 입학과에 연락하셔서 지원하십시오.
ØØ 편입학 학생들은 지원에 필요한 추가 항목들의 설명을 위해서 입학원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지원자들:
qq 지원서 (APPLICATION FORM). 지원서에 기재하신 학기로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관련비용은 원서와 함께 제출되어야합니다.

$500 to apply to study Onsite
$200 to apply to study Online
Application Fee
$150
$150
Registration Fee
$50
$50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Fee
$300
$0
위의 비용은 환뷸이나 유예가 불가하며 원서를 제출한 당 학기만 유효합니다.
qq

고등학교 영문 성적 증명서 및 영문 졸업 증명서(FINAL HIGH SCHOOL TRANSCRIPTS AND DIPLOMA). 이 서류에는
고등학교 졸업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ond BFA 과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4 년제 학사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학의
영문 성적 증명서와 영문 졸업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서류가 영문이 아닐시에는 모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본교에서 추후 연락하여 본교에서 지정한 회사를 통해 번역을 진행할것입니다. 위의 서류제출은 늦어도 첫학기 시작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 TRANSCRIPTS@academyart.edu )

qq

편입학점 심사를 위한 학교 영문 성적 증명서(OFFICIAL COLLEGE TRANSCRIPTS) 제출. 전에 재학했던 대학 관련 서류들은
영문으로 발급받으셔서 본교로 제출하시고, 서류가 영문이 아닐시에는 모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본교에서 추후
연락하여 본교에서 지정한 회사를 통해 번역을 진행할것입니다.

qq 포트폴리오(PORTFOLIO). 대학과정 지원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월반을 위해서는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다음의

링크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십시오: http://discussion.academyart.edu/applicant/login/undergrad/international 전에 다른 대학에
재학했던 분들은 학점인정을 위해서 각 과목의 이름, 학점, 성적, 총 수업시간이 명시된 이전 대학의 영문 성적 증명서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생들의 실력과 상응하는 수준일 때만 월반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본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월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수업을 받으실 분들은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qq 후원자 동의서 양식(AFFIDAVIT OF SUPPORT).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PDF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qq

qq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OFFICIAL/ORIGINAL BANK LETTER). 최소 미화 $38,700 불 이상의 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본인(혹은
후원자)의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PDF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참고: U.S Financial Aid 는
유학생분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권 복사본(PHOTOCOPY OF PASSPORT).

qq 토플이나 아이엘츠 점수(TOEFL OR IELTS SCORE). 본교 제출용 영어 점수를 위한 토플이나 아이엘츠 시험을 치르기 전이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시험 관련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TOEFL http://www.ets.org/toefl/ ; IELTS http://www.ielts.org/.
본교의 TOEFL 학교 코드는 4207 입니다; 본교는 영어 점수 제출이 입학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영어 최하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교에 오셔서는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치르셔야 합니다.

지원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에 도움이 필요하여 한국 담당자와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Intladmissions@academyart.ed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학비와 수수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최근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www.academyart.edu (Updated date: 9/30/2014)

대학원 지원자들:
지원방법: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ØØ 온라인: www.academyart.edu 사이트 접속 후, 오 른 쪽 네 비 게 이 션 바 에 있 는 “Apply Now” 를 클릭하셔서 지원하시거나
ØØ 이메일/팩스: 첨 부 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이 메 일 이 나 팩스로 제출하시고 관련 비용은 본교와
제휴되어있는 https://www.flywire.com/pay/academyart 통해서 제출하시거나
ØØ 인터네셔널 입학과에 연락하셔서 지원하십시오.
ØØ 편입학 학생들은 지원에 필요한 추가 항목들의 설명을 위해서 입학원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지원자들:
qq 지원서 (APPLICATION FORM). 지원서에 기재하신 학기로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관련비용은 원서와 함께 제출되어야합니다.

$500 to apply to study Onsite
$200 to apply to study Online
Application Fee
$150
$150
Registration Fee
$50
$50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Fee
$300
$0
위의 비용은 환뷸이나 유예가 불가하며 원서를 제출한 당 학기만 유효합니다. (M.ARCH 프로그램 지원자의 경우
Registration fee 및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fee 는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신 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qq 대학 영문 성적 증명서 및 영문 졸업 증명서(FINAL BACHELOR’S DEGREE TRANSCRIPTS AND DIPLOMA ). 전에 재학했던 대학

관련 서류에는 본인의 대학 학사학위 취득 날짜와 졸업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영문이 아닐시에는 모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본교에서 추후 연락하여 본교에서 지정한 회사를 통해 번역을 진행할것입니다. 위의 서류제출은 늦어도 첫학기
시작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 TRANSCRIPTS@academyart.edu )
다음 5 가지는 본인의 입학과 담당 어드바이저와 상의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q 스캔한 대학 영문 성적 증명서와 영문 졸업 증명서(SCANNED COPY OF BACHELOR’S DEGREE TRANSCRIPTS AND DIPLOMA).
qq 학업 계획서(STATEMENT OF INTENT). 대학원에서의 본인의 목표가 담긴 한 장의 학업 계획서
qq 포트폴리오(PORTFOLIO). 본인의 예술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디지털화일 형식으로 다음의 링크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십시오: http://discussion.academyart.edu/applicant/login/grad/international 4 년제 학사학위에 상응하는 학위 소지자
라면,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대학원으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여서 포트폴리오가 없으나 대학원으로
지원하시길 원하시면 본교로 연락해주십시오. 대학원 지원자들 중에서, 본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그리고 입학 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석사과정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게 하도록 석사과정 입학 전에 기초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qq 이력서(RESUME). 학력과 경력을 명시한 이력서는 학업계획서
qq 추천서(LETTERS OF RECOMMENDATION). 선택 사항이나, 모든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제출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수업을 받으실 분들은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qq 후원자 동의서 양식(AFFIDAVIT OF SUPPORT).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PDF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qq

영문은행 잔액 증명서(OFFICIAL/ORIGINAL BANK LETTER). 최소 미화 $38,700 불 이상의 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본인(혹은
후원자)의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PDF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참고: U.S Financial Aid 는
유학생분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qq 여권 복사본 (PHOTOCOPY OF PASSPORT).
qq 토플이나 아이엘츠 점수(TOEFL OR IELTS SCORE). 본교 제출용 영어 점수를 위한 토플이나 아이엘츠시험을 치르기 전이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시험 관련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TOEFL http://www.ets.org/toefl/ ; IELTS http://www.ielts.org/.
본교의 TOEFL 학교 코드는 4207 입니다; 본교는 영어 점수 제출이 입학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영어 최하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교에 오셔서는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치르셔야 합니다.

지원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에 도움이 필요하여 한국 담당자와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Intladmissions@academyart.ed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학비와 수수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최근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www.academyart.edu (Updated date: 9/30/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