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봄학기 SAF Program 지원 준비 안내문
해외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 및 마감일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원 준비 단계 시 전화(02-735-2300), 이메일(Korea@safabroad.org)
또는 카카오톡(SAF Korea)을 통해 업데이트된 지원 서류 준비 안내문을 SAF Korea 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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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 주의사항
1.

SAF Program 은 학점 및 학기 인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학점/학기 인정을 위해서는 모교 국제교류처의 승인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학점/학기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지원 전 모교 국제교류처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TOEFL 또는 IELTS 리포팅을 완료해야 합니다.
TOEFL/IELTS 리포팅 방법은 17 페이지 참조

Ⅰ. SAF Program 선택
SAF 프로그램 지원을 결정했다면 입학 가능성이 있는 회원 대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대학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원요건, 지원마감일, 프로그램 일정, 비용, 영어 프로그램 제공 여부, 지원 가능한 정규 과정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화 (0)2-735-2300 또는 이메일 Korea@safabroad.org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SAF Korea 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AF Korea 는 학생이 학문적, 재정적 여건에 맞게 자신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학부 프로그램 (Academic Program):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뉴질랜드, 호주 등에 위치한 우수 대학교에서 한 학
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정규 학부(Undergraduate) 과정을 수강하는 프로그램
-

Concurrent Program:

어학 성적이 지원조건보다 조금 부족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규학기를 수강하면서 학교에
서 요구하는 어학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프로그램
 제공 학교
-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at Buffalo-SUNY, University of Arkansas,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Mississippi, University of Montana



어학 프로그램 (Language Program): 어학 성적이 부족하거나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명 옆에
-

†

표시가 있는 경우 어학 + 학부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하고

Pre-Sessional Program:

로 표시된 경우 어학 프로그램 단독으로 지원 가능

어학 성적이 지원조건보다 조금 부족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규학기 시작 전 어학 과정을
이수 한 뒤 정규 과정을 수강하는 프로그램
 제공 학교
•



L

호주&뉴질랜드: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Queensland,
University of Otago

인턴십 프로그램 (Internship Program): 해외에서 인턴십이 가능한 프로그램

b. 지원 요건
* SAF Program의 참여를 위해서는 GPA 및 영어조건 만족 필수 (지원요건은 학교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동 가능)

1. 학부 프로그램 및 어학 프로그램 (Academic Program / Language Program)
USA
GPA

USA

(4.0 기준)
3.0/4.0

American University

1

학부 과정 (Academic ONLY)
TOEFL

IETLS

80

6.5

(전 영역 18이상)

어학+학부과정
(Language + Academic)
TOEFL

IETLS
불가

어학 과정
(Language
ONLY)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어학성적: School of communication 지원 시 iBT 100 이상 권장

2

학부 과정 (Academic ONLY)

GPA

USA

(4.0 기준)

TOEFL

3.0/4.0

61

어학+학부과정
(Language + Academic)

IETLS

TOEFL

6.0

51

(전 영역 5.5 이상)

IETLS

어학 과정
(Language
ONLY)

5.0

가능

(전 영역 5.0이상)

지원 조건 특이사항
* GPA – Business 및 Engineering으로 지원 시 3.5/4.0 이상

Arizona State

* 어학성적 - Engineering 지원 시 iBT 79/IELTS 6.5
- Journalism & Communication 지원 시 iBT100/IELTS 7.0
Concurrent Program

University†2

* 어학성적: iBT 57 / IELTS 전 영역 5.5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학생 영어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지정해준 ESL 과목 수강
* Concurrent Program는1년으로 지원 필수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 3

3.0/4.0
2.75/4.0

Colorado State University

4

61

5.5

(W19, R/L/S14)

(W 5.5, R/L/S 5.0)

79

6.5

51

5.0
불가

가능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GPA: Business 학과의 경우 3.0/4.0 (Microeconomics & Calculus 과목 이상 B- 이상) 및 선수과목 조건 충족 필수
* 어학성적: ITP 550 지원 가능

3.0/4.0
Columbia University

5

100

7.0

불가

가능

불가

불가

불가

6.5

불가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C가 복수로 있거나 D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
* 4학년 지원불가, Columbia University 지원하는 학기 직전 모교를 휴학한 경우 지원 불가

Gonzaga University L

3.0/4.0

Johns Hopkins University 6

3.0/4.0

Michigan State University 7

3.0/4.0

Montana State University 8

3.0/4.0

71

6.0

불가

불가

3.0/4.0

61

6.0

불가

불가

3.0/4.0

71

6.0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9
San Jose
State University●

†10

어학 프로그램으로만 지원 가능, 별도의 지원 조건 없음
100
(R 26, L 26, S 25, W22)

79
(전 영역 17이상)

61

6.0

가능

61 ~ 69

6.0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어학성적 - ITP 530 / TOEIC 750 이상 지원 가능
- Engineering 지원 시 iBT 80 / IELTS 7.0

University at Buffalo,
SUNY† 11

3.0/4.0

79

6.5
(전 영역 6.0이상)

Concurrent Program
* 어학성적: iBT 70 ~78 / IELTS 6.0(전영역 5.5)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첫 학기에 ESL 두 과목 반드시 수강 필요

University of Alabama† 12

University of Arkansas 13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4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5

3.0/4.0

79

6.0

3.0/4.0

79

6.5

71

5.5
불가

가능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어학성적: ITP 550 이상 지원 가능
Concurrent Program
* 어학성적: iBT 71~78 / ITP 527/ IELTS 6.0 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성적에 따라 첫 학기에 ELAC과목 수강 필요

3.5/4.0

90

7.0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어학성적: ITP 577 / TOEIC 800 이상 지원 가능

3.0/4.0

91

6.5
(W6.5 이상)

지원 조건 특이사항
* iBT 91~99 / IELTS 6.5 (W 6.5 이상 필수)인 경우에 ESL X433C 수강 필요

3

(4.0 기준)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학부 과정 (Academic ONLY)

GPA

USA

1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7

TOEFL

IETLS

어학 과정
(Language
ONLY)

TOEFL

IETLS

3.0/4.0

79

6.5

불가

불가

3.5/4.0

90

7.5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모교 성적표상에 지원 학생의 학점이 상위 10%임을 입증 필요

2.7/4.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8

어학+학부과정
(Language + Academic)

80

6.5

(전 영역 20이상)

(전 영역 6.0이상)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지원 가능
* GPA: D가 한 개 초과 시 지원 불가, C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유서 작성 필요
* 어학성적: iBT 영역별 점수가 20점 이하이거나 IELTS 영역별 점수가 6.0 이하일 경우 첫 학기에 부족한 영역에 대한 수업 수강 필요

2.5/4.0*

75

6.5

65

6.0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GPA– Engineering 지원 시 2.9/4.0 이상
- Business 지원 시 3.0/4.0 이상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및 statistics 선 이수 필수)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 19

- Environmental Design 지원 시 2.75/4.0 이상
* 어학성적: Engineering 지원 시 iBT 83/IELTS 6.5

3.0/4.0
University of Hawaii, Hilo †

61

5.5

51

5.0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두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지원 가능
* iBT 100 / IELTS 7.0 이하인 국제 학생은 학교 도착 후 학교 자체 영어능력평가시험 필수이며, 시험 결과에 따라 ESL 수강 권장

3.0/4.0
University of Minnesota●

20

79

6.5

(W 21이상)

(W 6.5이상)

불가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Overall 영어 성적은 충족하나 Writing 성적이 부족한 경우 ESL 수업 1과목 수강
Concurrent Program
* 어학성적: iBT 68/ IELTS 6.0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ESL 1과목과 Global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1과목 수강

79

2.0/4.0
University of Mississippi † 21

(전 영역 17이상)

6.0

69

5.5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GPA 2.0 – 2.5 학생은 모교로부터 Letter of good standing 제출 필요
* 어학성적: ITP 550 이상 지원 가능하나 모교로부터 학생의 영어 능력을 보증하는 내용의 Letter 제출 필요
Concurrent Program
* 어학성적: iBT 69 / ITP 523 / IELTS 5.5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첫 학기에 반드시 IEP 1과목 수강 필요

3.0/4.0
University of Montana †22

70

6.0

52

5.0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어학성적: ITP 525 이상 지원 가능
Concurrent Program
* 어학성적: iBT 52 / ITP 500 / IELTS 5.0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학생 영어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지정해준 ESL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이외 정규 과목은 100레벨의 기초 과목만 수강 가능

University of Nevada,
Reno† 23

3.0/4.0

61

6.0

52

5.0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모든 국제 학생은 학교 도착 후 학교 자체 영어능력평가시험 필수, 시험 결과에 따라 Academic English 과목 3~9학점 수강 권장

2.5/4.0
University of Oregon† 24

61

6.0

51

5.5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GPA: Architecture 지원 시 3.0/4.0 이상
* 어학성적 - Architecture, Arts Management, Arts History, Music 지원 시 iBT 88/IELTS 7.0 이상
- Business 지원 시 iBT 89 / IELTS 7.0 이상

University of Pennsylvania 25

3.3/4.0

University of Washington L

2.0/4.0

100

7.0

(전 영역 23이상)

(전 영역 6.5이상)

불가

가능

어학 프로그램으로만 지원 가능, 별도의 지원 조건 없음

4

GPA

USA

(4.0 기준)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26
Vanderbilt University 27
●

학부 과정 (Academic ONLY)

어학+학부과정
(Language + Academic)
TOEFL

IETLS

어학 과정
(Language
ONLY)

TOEFL

IETLS

3.0/4.0

80

6.5

불가

불가

3.0/4.0

100

7.0

불가

불가

Continuing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Continuing Education에서 성적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모교로부터 교환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지원 전 모교와 상담 필요

† 어학 프로그램(Language Program) + 학부 프로그램 (Academic Program)을 제공하는 대학교
L 어학 프로그램(Language Program)으로만 지원 가능

USA 학교별 세부 사항
1) American University




Course Preference Form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8~12개의 과목을 100-500 level 사이에서 선정 (대학원 레벨 수강 불가)
수강제한 Kogod School of Business / School of Communication /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내 수업 일부 수강 제한
추가서류 ① American University CFIS (financial)
②

Essay 작성
a. Abroad at AU Essay 1 (1~2장) “Why do you want to study at American University?”
b. Abroad at AU Essay 2 “What are your Career Goals? (4000 characters or less. Computer application
system does not allow for more).  4000자(즉, 음절 하나하나를 한 글자로 간주, 빈칸과 기호 등도 모두
하나의 글자로 간주)

2) Arizona State Univers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및 WP Carey School of Business의 경우 합격 난이



추가서류

Arizona State Financial Guarantee Form

3)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Extension


인원제한

Biological Sciences



수강제한

지원 시 선수 과목(prerequisites) 확인이 필요하며 첫째 주에 수업 수강 후 교수님의 별도 승인 필요한 과목
Economics, Entrepreneurship,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International Business,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Management and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불가

Accounting, Finance, Social Work

4) Colorado State University



CSU 학과에서는 전공자에 한하여 수강을 허용하며 선수과목 이수 필요, 수강 신청을 위해 담당 교수의 승인 필요
인원제한 Biological Sciences, Biochemistry, Biotechnology, Plant Science , College of Business



수강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지원 조건과는 별도로 정해진 학점 및 과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학과 승인 필요
Adolescence Studies, Archaeology, Behavioral and Cognitive Sciences, Child Development, Classical
Studies/Languages, Digital Media/Arts, Drama/Dramatic Arts/Theatre, Engineering (All types), Epidemiology,
Fashion/Textiles, Genetics, Graphic Design, Hotel/Tourism Management, Journalism, Media/Media Studies,
Microbiology, Photography, 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 Zoology
Biomedical Sciences
①
②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 (지원 시 대학교 1학년만 제출)
Colorado State Essay: Essay should address your reasons for applying to the VIP Program and what you hope to
gain during your studies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There is not a minimum number of words required as long
as you have addressed these points. Your essay should be focused, honest and well-written in your own words.

5) Columbia University


Columbia College 내에서만 지원 가능




수강제한
추가서류

Business, Economics
① Columbia College Short Answer Essays (250단어 이하)
a. Why are you interested in spending a semester studying at a different academic institution? What are
5

b.
②

you hoping to gain from that experience?
What do you value most about Columbia and why?

c. Why are you interested in pursuing the courses you have listed under "Academics" at Columbia?
Columbia Statement of Eligibility
A signed Statement of Eligibility from the applicant's academic advisor or an equivalent official (such as university
registrar) who can verify that an applicant is enrolled full-time; confirm that the applicant is in good academic and
civic standing at his or her university/college; and verify that the applicant is permitted to study elsewhere as part of
the Visiting Student Program. This statement should not be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an instructor.

6) Johns Hopkins University


Krieger School of Arts and Sciences / Whiting School of Engineering로만 지원 가능




: 선수과목 이수 시 대부분의 수업 수강 가능, Writing Seminars, Film, Media Studies는 학생 인원 제한
지원불가 Pre-Law
추가서류 ① 교수님 추천서 (Academic Recommendation) 2부

②
③

학생의 학업능력 및 성취도 명시 필요 (Letters of recommendation must have the recommender’s original
signature, letterhead, and contact information (email, phone number, and address)
Johns Hopkins Statement of Financial Resources
Johns Hopkins Short Answer Essays (2~3 Sentences)
Why are you interested in taking course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7) Michigan State University



Course Preference Form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10 과목 정도 선정
인원제한 Bioinformatics, Biotechnology, Genetics





수강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Aviation Studies, 모든 School of Engineering 과목
모든 School of Business, Pre-Law, Animal Science
① Michigan State Description of Home University Courses: 모교에서 수강한 전공 과목 Description
②

Michigan State Letter of Interest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300단어)
Why you want to study abroad and why you are interested in the American Semester Program; How studying abroad
will help you meet your academic, professional and personal goals; What personal strengths you have that support
your acceptance into this program; How you plan to apply your experiences upon returning to your home institution.

8) Montana State University


특이사항



추가서류

Art/ Film/Photography: 수강 제한, 전공자만 수강 가능
Engineering: 봄학기에는 지원 불가
Montana State Essay: A short paragraph stating how long they plan to stay & what they hope to accomplish
while they are here.

9)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프로그램 기간 종료일까지 만 25세가 되는 학생의 경우 기숙사 보장이 불가하므로 지원 불가 (SAF 자체 규정)
Course Preference Form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8 과목 이상 작성
인원제한 Bio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Chemistry, Child Development, Environmental Studies, Exercise Science/Sports




Science, Health Sciences, Social Work, Sociology
Asian Studies
모든 Business 과목, Consumer and Family Science, Dance, Design, Digital Media/Art, Education, Fashion/Textiles,



수강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Film Arts/Studies, Fine/Studio Arts, Food Science Nutrition, Graphic Design, Journalism, Music, Nursing, Psychology
① 영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High School Graduation Diploma)
②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 (High School Transcript)
③
④
⑤

영문 및 국문 대학교 성적표 (University Transcript)
SFSU Proof of Finances
SF State Essay (각 항목별 250~500단어)
Why you wish to study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and what you hope to accomplish through this program of
study. In your essay you should also provide specific examples of the types of courses you are interested in taking in
order to give the Exchange Programs Advisors a better understanding of your academic goals at SF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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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an Jose State University


인원제한

모든 Business 과목, Animation, Dance, Design, Digital Media/ Arts, Drama/Dramatic Arts/Theatre, 모든 Engineering 과목,



수강제한

Fashion/Textiles, Film Arts/Studies, Fine/Studio Arts, Graphic Design, Human Environment and Design, Music, Photography
Aviation Studies

11) 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지원불가

School of Management 및 Professional Schools (e.g. law, medicine) 과목, Comparative Literature, Media Study



추가서류




교수님 추천서 (Academic Recommendation) 2부
UB-SUNY Personal Statement: It should include information relevant to your goals for this exchange program,
such as your academic reasons for applying to the University at Buffalo, your special interests and abilities, and
your plans for further study/employment after completion of your degree.

12) University of Alabama


특이사항

Business: 고학년 수업 수강을 위해서는 최소 60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만 지원 가능



수강제한

Communications, Journalism, Public Relations/Affairs 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요건 충족 필요
Anatomy/Physiology, Botany/Plant Studies, Genetics, Hotel/Tourism Management, Urban Studies

13) University of Arkansas


수강제한

Archaeology, Behavioral and Cognitive Science, Bioinformatics, Biotechnology, Insurance & Risk Management,



지원불가

Ecology, Film Arts, Genetics, Indigenous Studies, Jewish Studies, Linguistics, Medieval Studies, Microbiology,
Sports Management, Women’s/Gender Studies, Zoology
American Studies, Dance



추가서류

①
②

Arkansas Financial Form
Arkansas Statement of Purpose: Why the student wishes to attend this specific study abroad program and
what their educational goals are

1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Extension


UC-Berkeley Extension 내에 개설 된 과목에서 최소 2 학점 이상 수강 필요





인원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School of Business, Economic
Law
① UC Berkeley Conditions of Enrollment
② UC Berkeley Extension Personal Statement (800-1,000 단어)
Essay 작성 시 본인이 Berkeley Global Access Program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명시 필요
a. Background: Briefly describe the course work or experience that you believe has best prepared you to succeed as a

b.

student at UC Berkeley. Please tell us about academic successes that may not be apparent from just reading your
transcript.
Anomalies: Please explain any anomalies in your academic transcript that you would like us to consider in reviewing

c.

your application (such as a failed course, one semester of a lowered GPA, or a switch in your major concentration). If
there is nothing unusual about your transcript, you do not need to include a section on anomalies.
Understanding of the program: Briefly explain your understanding of BGA requirements and the courses you will be

d.
e.

eligible to apply for as a concurrent enrollment student at UC Berkeley, as well as restrictions on your enrollment.
Course preferences: Briefly describe the courses you hope to enroll in at UC Berkeley. Make sure you not only identify
courses in your major field of study, but also electives you hope to explore while at Berkeley.
Extracurricular interests: Briefly described any other interests or activitie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at Berkeley or in
the Bay Area during your term of study.

1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Extension (쿼터제)



인원제한
수강제한

Mathematics, Statistics
School of Engineering 과목은 Extension 내에 개설된 수업만 수강 가능




지원불가
추가서류

Economics, Computer Science, School of Law, School of Theater, Film and Television, Psychology
① Letter of Recommendation on Letterhead: 모교 공식 레터지에 받은 교수님 추천서
② UCLA Extension Guidelines of Enrollment
③
④

UCLA Third Party Release Form
UCLA Study Plan (2페이지 이하로 작성)
How does this program fit into your study plan and educational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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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Extension (쿼터제)




인원제한

Aeronautical and Astronom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수강제한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Materi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tallurgical and Mineral
Engineering, Petroleum and Gas Engineering
Business, Economics, Geography, Engineering 모든 과목 Extension 내에 개설된 수업만 수강 가능

17)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Extension (쿼터제)


인원제한

Economics



추가서류

①
②
③

UCSD - App page 4 section 6 signed
UCSD Agreements and Releases
UCSD Course List: 쿼터별로 12-15학점 내로 작성, 선수과목 충족 필수

④
⑤

UCSD Third Party Release
UCSD Essay (1장 이하) - Reasons for choosing UC San Diego for your study abroad experience

18)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Extension (쿼터제)


특이사항

Architecture의 경우 이론과목만 수강 가능




인원제한
수강제한

Digital Media/Arts, Film Arts/Studies, Media/Media Studies
아래 학과는 Extension 내에 개설된 수업만 수강 가능
Behavioral and Cognitive Science, Accounting, Business Management, Marketing, Entrepreneurship, Human
Resources, Child Development,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riminal Justice, Education, Psychology, Earth



지원불가

Science, Ecology, Environmental Studies, Marine Science
African Studies, Philosophy, Zoology

19)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특이사항

Business-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Statistics 충족 필수




인원제한
수강제한



지원불가

Architecture, Engineering
Accounting, Advertising, Business, Economics, Entrepreneurship, Finance, Human Resources, Insurance & Risk
Management,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ism,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Marketing
Music, Museum Studies



추가서류

①
②
③

영문 및 한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High School Graduation Diploma)
영문 및 한글 고등학교 성적표 (High School Transcript)
영문 및 한글 대학교 성적표 (University Transcript)

20) University of Hawaii, Hilo



지원불가
수강제한

International Studies
Statistics, Photography

21) University of Minnesota-Go Minnesota (Extension)



Course Preference Form은 매우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8 과목 (13~16 학점 사이) 선정
특이사항 Carlson School of Management의 경우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Calculus, Statistics, & Accounting 선이수 필수



수강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Music, Statistics, Carlson School of Management
모든 Statistics 과목 및 모든 Carlson School of Management 내 개설 과목 - University of Minnesota 교수님의 수강 승인 필요
Economics, Chemical 및 Biomedical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Ecology, Apparel Design, Architecture,
Graphic Design, Landscape Design and Planning, International Studies, Journalism, Psychology
① Go Minnesota Course Preferences
② Minnesota Financial Certification
③

Minnesota Educational Statement
Describe in English your educational interests and goals, educational background, special interests, and
what you plan to do when you return to your home country. Include any information you wish the
admissions committee to be aware of, including any extenuating circumstances. You must write this
statement yourself without help from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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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niversity of Mississippi


수강제한

Anatomy/Physiology, Botany/Plant Science, Ecology, Genetics, Microbiology, Pharmacology/Pharmacy, Zoology




지원불가
추가서류

Aerospace Studies, Law
Mississippi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23) University of Montana


수강제한

University of Montana 교수님의 수강 승인 필요
Entrepreneurship, Child Development, Cross Cultural Studies/Cultural Studies, Electronical Engineering,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Engineer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xercise Science/Sports
Science/Kinesiology, Food Science/Nutrition, Journalism, Photography
Journalism의 경우 저학년 수업만 수강 가능

24) University of Nevada, Reno


수강제한

African American Studies, Anatomy/Physiology, Architecture, Child Development, Cross Cultural
Studies/Cultural Studies, Digital Media/Arts, Exercise Science/Sports Science/Kinesiology, Genetics, Human
Environment



추가서류

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High School Transcript)

25) University of Oregon (쿼터제)




수강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Social Work, Urban Studies
Cinema Studies, Media Studies, Public Relations
① Oregon Financial Declaration
②
③

Oregon Statement of Purpose (공통사항)
why you'd like to study at University of Oregon
학과별 추가서류
Architecture / Interior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Art / Digital Art, Product Design, Planning,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학과 지원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요구

26)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2986)와 SAF HQ(본부: 0097)에 각각 토플 리포팅 필수
Liberal Arts & Sciences로만 지원 가능



수강가능



추가서류

Liberal Arts & Sciences: http://www.sas.upenn.edu/frd/departments
※ 한 학기당 총 4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그 중 2과목 Liberal Arts & Sciences 외의 학과에서 선택 가능
① 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High School Transcript)
②

UPenn Essay Questions (각 페이지당 1개씩 작성)
a. Essay A (250단어 제한): Describe your educational history and background, making sure to address
both academic and non-academic experiences that are relevant to your participation in the

b.

International Guest Student Program. Please also be sure to note whether your records and transcripts
accurately reflect your academic ability.
Essay B (400단어 제한): Explain your goals for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Guest Student Program.
Please address why you are interested in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nd why you wish to study at
Penn specifically, as well as some of the coursework you are interested in, and campus resources you
plan to utilize. Be as specific as you can about how this program will support your current academic
program and your future academic and professional goals.

27)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특이사항
수강제한

Journalism은 전공자만 지원 가능
Anthropology 104, Graphic Design, Literature, Mathematics, Physics, Public Health, School of Engineering,
Zoology



지원불가



추가서류

Biology, Botany, Creative Writing, Chemistry, Earth Science, Ecology, Fine/Studio arts, Theatre and Drama,
Spanish, Statistics
Essay
What are your academic goals and interests during your time at UW-Ma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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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Vanderbilt University


Liberal Arts & Sciences로만 지원 가능





수강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Animation
Fine/Studio Arts
① Vanderbilt Financial Statement
②
③
④

Vanderbilt Information Release Form
Vanderbilt McTyeire/McGill Housing App
Vanderbilt Quick Admit

⑤
⑥

Vanderbilt Statement of Good Standing
Vanderbilt Essay: Describe your reasons for seeking admission to the Vanderbilt Exchange Program

USA 공통사항


의학, 약학, 수의학 및 간호학 지원 불가

UK & Ireland
GPA
(4.0 기준)

UK & Ireland

3.5/4.0
University College London 1

학부 과정 (Academic ONLY)
TOEFL

IETLS

92

6.5

(L/S 20, R/W 24)

(전 영역 6.0 이상)

어학+학부과정
(Language + Academic)
TOEFL

IETLS

어학 과정
(Language
ONLY)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학과별로 어학성적 상이하며 학과별 요구 영어 점수는 SAF에 별도 문의
- Standard Level: iBT 92 (R&W 24, S&L 20 이상) / IELTS 6.5 (전 영역 6.0 이상)
- Good Level: iBT 100 (R&W 24, S&L 20 이상) / IELTS 7.0 (전 영역 6.5 이상)
- Advance Level: iBT 109 (R&W 24, S&L 20 이상) / IELTS 7.5 (전 영역 6.5이상)
* GPA: Psychology 지원 시 3.6/4.0 이상

3.0/4.0

92

6.5

(전 영역 23 이상)

(전 영역 6.5 이상)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어학성적
- Law, Economics, Theatre & Film: IELTS 7.0 (W 7.0) / iBT 100 (W 27)

University of Bristol 2

- English Literature: IELTS 7.5 (전 영역 7.0 이상) / iBT 109 (W 29)

3.0/4.0
University of Manchester † 3

79~100

6.0~7.0
(전 영역 5.5 이상)

지원 조건 특이사항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지원 가능
* 학과별로 어학성적 상이하며 학과별 요구 영어 점수는 SAF에 별도 문의 또는 아래 링크 확인
http://www.manchester.ac.uk/study/international/study-abroad-programmes/study-abroad/entry-requirements/

3.0/4.0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4

6.0*
(전 영역 5.5 이상)

불가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학과별로 어학성적 상이하며 일부 과목의 경우 IELTS 6.5~7.5를 요구하므로 지원 전 SAF에 별도 문의

3.0/4.0
University of Westminster

불가

80

5

불가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Faculty of Media, Arts and Design 지원자의 경우 성적의 50% 이상이 A 학점일 경우 지원 가능

3.0/4.0
University of Edinburgh † 6

6.0
(전 영역 5.5 이상)

92

6.5

(전 영역 20 이상)

(전 영역 5.5 이상)

불가

가능

불가

불가

지원 조건 특이사항
* 학년별로 어학성적 상이
- 1~2학년 수업 수강 시: iBT 92 (전 영역 20 이상) / IELTS 6.5 (전 영역 5.5 이상)
- 3~4학년 수업 수강 시: iBT 92 (전 영역 23 이상) / IETLS 6.5 (전 영역 6.5 이상)

University of Glasgow 7

3.0/4.0

불가

6.0
(전 영역 5.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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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준)

University of Limerick †8

3.0/4.0

University College Dublin L

2.0/4.0

TOEFL
80

어학+학부과정
(Language + Academic)

IETLS

TOEFL

IETLS

어학 과정
(Language
ONLY)

6.5

70

6.0

가능

학부 과정 (Academic ONLY)

GPA

UK & Ireland

(전 영역 6.0이상)

어학 프로그램으로만 지원 가능, 별도의 지원 조건 없음

† ESL/EFL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
L 어학 프로그램(Language Program)으로만 지원 가능

UK 학교별 세부 사항
1) University College London (쿼터제)
 특이사항 지원 시 지원 학과는 2개 이상 작성
Architecture
Academic Year(가을학기 + 이듬해 봄학기)로만 지원 가능, 봄학기 지원 불가
Business

Academic Year(가을학기 + 이듬해 봄학기) 또는 봄학기로만 지원 가능
Economics

History of Art







경제학과목과 수학과목에서 높은 GPA 필요
경제학과목과 수학과목에서 높은 GPA 필요 (F 학점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선수과목: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Calculus I, Calculus II





적어도 추천서 1부는 경제학 관련 교수님이 작성
Level 2와 Level 3의 경제학 과목은 경제학과로 합격된 학생만 수강 가능
Level 1의 경제학 과목의 경우 타과 학생 수강이 가능하나, tutor의 승인에 따라 결정





예술사학의 경우 전공자로서 모교에서 관련 과목을 많이 수강했던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예술사학 방문학생은 Level 1의 예술사학 과목 수강 불가능, 보다 높은 레벨의 과목 수강 요구
타과 학생은 원칙적으로 예술사학 지원이 불가능하나 현지 도착 후 해당 과목에 자리가 남아 있고

인원제한

Tutor의 승인을 받은 경우 Level 1의 예술사학 과목 가능
Literature
읽기 및 쓰기 과제가 많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 실력 필요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Planning

수강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Anatomy/Physiology, Business, Economics, Genetics, Literature, Translation Studies
Computer Science, Law
① 교수님 추천서 2부
②

UCL Statement of Purpose
Academic Purpose explaining why you wish to study at UCL and providing a preliminary selection of courses

2) University of Bristol
 Academic Year로만 지원 가능 학과: Chemistry / Engineering / Law / Physics
 Academic Year 및 가을학기로만 지원 가능 학과: Economics, Finance & Management




특이사항
지원불가
추가서류

Drama의 경우 Theatre/Drama 전공자만 지원 가능
Literature
University of Bristol Proposed Study Plan

3) University of Manchester
 학과별로 영어 성적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반드시 SAF와 확인 필수
 특이사항 가을학기로만 지원 가능 학과: Business, Economic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hysics
Business: Study Abroad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과목만 수강 가능
Creative Writing: 고학년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문 샘플 제출 필요 (Ex. Poem 또는 Story)
Drama: 방문학생의 경우 보통 저학년 수업만 수강 가능
History: 고학년 수업의 경우 전공자만 수강 가능
Music: 선수과목 이수 필수
Psychology: 고학년 과목은 전공자만 지원 가능하며 GPA 3.3/4.0 이상 요구




인원제한
수강제한
지원불가

Business, Economic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History, Literature, Physics, Political Science
Creative Writing, Drama, Music Performance, Psychology
Architecture, Computer Science, Electron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Fine/Studio Arts, Journalism,



추가서류

Media/Media Studies, Medical Sciences (Nursing, dentistry, pharmacy), Sports Management
① Manchester Personal Statement
② Manchester Stud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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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쿼터제)
 UAL은 6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원한 단과대학별, 코스별로 쿼터제 또는 학기제로 운영


추가서류

①
②
③

UAL Tier4 Immigration History
UAL Course Preferences
영문 및 한글 대학교 성적표 (University Transcript)

④
⑤

포트폴리오 (Culture, Criticism and Curation 학과는 포트폴리오 제출 불필요)
UAL Personal Statement 1~2장 (공통사항)
Please describe what you would like to achieve in your work and personally during your time in London.

⑥

Why have you chosen to study at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학과별 추가서류
•

London College of Fashion
a. 교수님 추천서 2부
b.

•

Essay(500 단어)
Why you are applying for this programme. Why London College of Fashion? Why this programme? Why
at this point in your life? Who are you now, how would you like to be at the end of your studies with us?

Culture, Criticism and Curation: History of Art/culture와 같은 관련 분야 Essay 3개 추가 작성

5) University of Westminster




Course Preference Form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1순위 4과목, 2순위 4과목 총 8 과목 선택해서 제출
지원불가 Animation, Computer Science, Fashion/Textiles, Journalism/PR /Advertising
추가서류 ① Westminster Module Selection
②
③

Westminster Personal Statement: why you wish to join the Study Abroad Program
포트폴리오 (School of Media, Arts and Design 지원자만 해당)

6) University of Edinburgh
 특이사항 Academic Year로만 지원 가능 학과: Criminal Justice, Epidemiology
가을학기로만 지원 가능 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Women’s/Gender Studies





인원제한

지원불가
추가서류

봄학기로만 지원 가능 학과: Human Development, Material Engineering, Microbiology
Animal Science, Art History, Art Administration, Comparative Literature, Digital Media/Arts, Drama/Dramatic
Art/Theatre, Geography, Government, History,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lations, Law, Literature, Peace
and Conflict Studies, Philosophy, Physical Education,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Relations/Affair, Sports Management, Urban Studies
Studio 수업이 진행되는 Architecture, Art and Design, Education,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① 모교 레터지에 작성한 교수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on Letterhead)
②

Edinburgh Personal Statement (no more than 3500 characters including spaces)
Your personal statement should explain why you wish to study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and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interest in and suitability for chosen cour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etc)
which you feel may support your application

7) University of Glasgow


특이사항



수강제한

전공자만 지원 가능 학과: Literature
봄학기만 지원 가능 학과: Mathematics, Statistics
Biochemistry, Bioinformatics, Biotechnology, Botany/Plant Science, Comparative Area Studies, Fine/Studio Arts,




지원불가
추가서류

Horticulture & Landscape Arch, Human Development
Architecture, Education, Computer Science, Medicine, Vet Medicine
① 교수님 추천서 2부 (Academic Recommendation)
②

Glasgow Personal Statement (500 단어)
Please briefly outline why you wish to study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and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interests, work experience, etc) you feel may support your application.

8) University of Limerick
 지원불가 Management & Mechanical Engineering, Music, Physical Education, Work and Employ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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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공통사항
영국, 스코틀랜드 공통: 두 학기 지원 또는 영국 내 학업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일 경우 영국 이민국 요건 함께 충족 필요




학부 과정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지원 조건 및 IELTS 전과목 5.5 이상
어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 1년으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UKVI IELTS 성적으로만 지원 가능
University of Bristol과 University of Edinburgh만 Calendar Year(봄학기 + 가을학기)으로 지원 가능

Australia & New Zealand
GPA

Australia & New Zealand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

(4.0 기준)
3.0/4.0

어학+학부과정
(Language + Academic)

학부 과정 (Academic ONLY)
TOEFL

IETLS

90

6.5

(W 25, R 22, S /L 23)

(전 영역 6.0이상)

TOEFL

IETLS

- 15주: iBT 75/ IELTS 6.0 이상
- 20주: iBT65/ IELTS 5.5 이상

어학 과정
(Language
ONLY)
가능

지원 조건 특이사항
* Business 학과의 경우 IELTS 7.0 (전 영역 6.0 이상) / iBT 94 (W 25, R / S/L 23)

University of Queensland †2

3.0/4.0

87

6.5

(W 21, R/S/L 19)

(전 영역 6.0이상)

- 10주: iBT 78(S/L/R 17, W21) /
IELTS 6.0 (S/L/R 5.5, W 6.0)
- 15주: iBT 78 (S/L/R 17, W19) /

가능

IELTS 6.0 (전 영역 5.5)

University of Otago †3

3.0/4.0

80

6.0

(W 20)

(전 영역 6.0이상)

69

5.5
(전 영역 5.0이상)

가능

† ESL/EFL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

Australia & New Zealand 학교별 세부 사항
1)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수강제한

Hispanic Studies, Law, Linguistics, Pre-Med의 경우 수강 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님 승인 필요

2) University of Queensland


특이사항



지원불가



추가서류

Architecture: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Law: 법대생만 지원 가능
Earth Science
①
②
③

Queensland Terms of Use and Privacy
Queensland Applicant Authority
Queensland Legal Framework

3) University of Otago
 지원불가 Anatomy, Communication, Law, Media, Physiology


추가서류

Otago Student Declarations and Authorizations Form
Australia & New Zealand 공통사항



의학, 약학, 수의학 및 간호학 지원 불가

Canada
Canada

GPA
(4.0 기준)

University of Calgary L

2.0/4.0

어학 프로그램으로만 지원 가능, 별도의 지원 조건 없음

University of Toronto L

2.0/4.0

어학 프로그램으로만 지원 가능, 별도의 지원 조건 없음

University of Victoria L

2.0/4.0

어학 프로그램으로만 지원 가능, 별도의 지원 조건 없음

어학 점수 요건

L 어학 프로그램(Language Program)으로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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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Germany

GPA

학부 과정 (Academic ONLY)

어학+학부과정

(4.0 기준)

어학 점수 요건

(Language + Academic)

어학 과정
(Language ONLY)

3.0/4.0

B-2 (CEFR)

B-2 (CEFR)

가능

Universität Leipzig † 1
† ESL/EFL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

1) Universität Leipzig (독일)
 요구 독일어 점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학 실력을 증명해준다는 담당 교수의 레터 필요
 추가서류 ① German Proficiency Reference: A letter from your home institution professor of German indicating you have
②

a B-2 (CEFR) proficiency in German
Leipzig Essays (Study plan 포함): A brief text on what student wants to achieve in Leipzig, stating also at
which institute and what kind of subject he/she wants to study here and with which motivation etc.

2. 인턴십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
Internship Program

GPA
(4.0 기준)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Semester Program 1

3.0/4.0

학부 과정
TOEFL

어학 + 학부과정
IETLS

80

TOEFL

6.5

(S/L 18 이상)

IETLS
불가

1)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Semester Program (WSP)





아카데믹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세미나와 인턴십 진행
지원 시 아래 9의 WSP Program 중 우선 순위가 높은 Program 3개 선택해서 작성
•

American Politics

•

Foreign Policy

•

Global Economics and Business

•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s

•

Journalism & New Media

•

Justice & Law

•

Public Health Policy

•

Sports Management & Media

•
Sustainable Development
추가서류 ① American University CFIS (financial)
② Washington Semester Program Preferences
③ Resume or CV
•
④

•
Resume Sample: http://www.american.edu/loader.cfm?csModule=security/getfile&pageid=153954
WSP Short Answer Essays (250단어 이하)
a.
b.



관련 정보: http://www.american.edu/careercenter/Resumes.cfm

What are your career plans
Explain why you would like to study and work in the US for a semester

프로그램 구성
•

가을학기(8월~12월), 봄학기(1월~5월) 모두 지원 가능

•

세미나 (8학점): 일주일간 3회

•

인턴십 (4학점): 일주일 중 2일 (약 20 시간)

•

추가 (Optional): Research / Elective Course 3~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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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기제
영미권 대학교의 경우 학기 운영이 Semester제 또는 Quarter제로 나뉘어서 운영되며 한 학기당 미국의 경우 최소 12학점, 영국의 경우
60학점 수강 필수


Semester제: 한국 대학교와 동일하게 1년에 2 학기로 나뉘어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15~16주로 운영
가을학기



봄 학기

Quarter제: 한국 대학교와 달리 1년에 4학기로 나뉘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10~12주로 운영
일반적으로 가을학기에 1년으로 지원하는 경우 가을, 겨울, 봄 쿼터의 3쿼터를 수강하게 되며 여름 쿼터의 경우
여름방학으로 간주
가을학기 – Fall Quarter만 수강
봄학기 – Winter Quarter + Spring Quarter 수강
가을 쿼터

겨울 쿼터

봄 쿼터

대부분의 SAF 회원 대학교는 Semester제로 운영되며 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University of Oregon
 영국: Oxford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London college of Fashion의 경우 semester로 운영)
※ Quarter제인 SAF 회원 대학교로 지원 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 전 반드시 모교 국제교류처와 학점 및 학기 인정 확인 필요

d. SAF Program Fee
현재 SAF Korea 웹사이트에 공지된 비용은 2018- 2019학년 기준으로 모든 비용은 회원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SAF KOREA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학비 확인 가능
•

http://korea.studyabroadfoundation.org/saf_programs/program_fees/

e. Host University Location
SAF Korea의 새로운 웹사이트 www.safkorea.org 가운데 상단의 [SAF 프로그램] 클릭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 클릭  학교 클릭 
위치 정보 링크 주소 클릭

f. 전공 및 제공 과목
함께 첨부된 “Schedule of courses” 파일 참고

g. 지원특이사항


2지망 대학교 서류 제출 필수
미국

Columbia University

영국

Oxford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London



Columbia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London을 지원하는 학생은 지원서 작성 후 SAF Portal에 2지망
대학교 지원 서류 제출 필수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경우 학생에 따라 2지망 대학교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지원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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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숙소제약사항
교내 기숙사 배정 불가 / 희박한 학교
: SAF HQ (본부)와 학교에서 학교 밖의
아파트나 사설기숙사 제공

Arizona Stat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University of Pennsylvania, Vanderbilt University, Washington
Semester Program (WSP)-American University

Homestay로 배정 (기숙사 경쟁 치열)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San Marcos,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대부분의
어학 프로그램

교내 기숙사 배정

위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 University of Limerick, University of Otago

※ 영국, 호주 대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주로 캠퍼스 밖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다수

Ⅱ. 어학시험(TOEFL/IELTS) 점수 리포팅
 IELTS score Reporting
IELTS 시험 주관사 (영국 문화원 또는 IDP)에 연락하여 SAF 본부로의 공식 IELTS 성적표 원본 발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송 방법 선택 시 분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우편이 아닌 추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급 우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AF 본부의 연락처와 IELTS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Study Abroad Foundation (SAF)
1100 West 42nd Street, Suite 385
Indianapolis, IN 46208-3345 USA
Tel:1-317-925-2943
Fax:1-317-925-2961

IELTS 시험의 경우 영국 문화원과 IDP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주관사마다 리포팅하는 방법이 상이 합니다.
1. 영국 문화원에서 IELTS 시험을 친 학생
•

https://www.britishcouncil.kr/exam/ielts/terms-conditions/obtaining-extra-test-report-forms로 접속, 성적표 재발행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발송비 입금
- 해외 발송: UPS (22,000원/건) * 성적표 재발급 절차는 입금 확인 이후 진행.

2. IDP에서 IETLS 시험을 친 학생
①
http://www.ieltskorea.org/ 로 접속 → 성적표 재발급 선택
②
리포팅 하고자 하는 성적 확인 후 신청 선택
- 국제 등기 22,000원 (발송일 기준 3~4일 소요)

③

학생 정보 입력 및 SAF HQ(본부)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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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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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리포팅 요청을 하신 경우, SAF Korea에 요청 일자를 알려주시면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심사 진행을 위해 성적표 사본(스캔본 또는
웹페이지 캡쳐 파일)을 이메일(info@SAFKorea.org)로 보내주시거나 지원서류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ELTS 성적표는 팩스 전송 시 시험자의 인적 사항 및 점수 등 중요 부분이 어둡게 처리되므로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EFL score Reporting
아직 TOEFL 점수 리포팅 요청 하지 않았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이 ETS를 통해 SAF 미국본부 (단,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교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Upenn으로 1부, SAF 본부로 1부, 이렇게 총 2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로 리포팅을 요청해 주십시오. SAF 의 ETS Institutional Code는
0097입니다.


TOEFL 리포팅은 지원 학교가 아닌 저희 SAF로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단,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경우 해당 학교로 1부 더 요청해야 합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ETS
institutional code는 2986입니다.


중요! TOEIC 및 TOEFL ITP의 경우 별도의 리포팅 없이 SAF Portal에 성적표 원본 업데이트

다음은 TOEFL 리포팅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미 리포팅 요청을 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BT 점수 리포팅 방법 – On-line 리포팅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1.https://toeflregistration.ets.org/TOEFLWeb/extISERLogonPrompt.do에 접속하신 후
ID와 PW를 입력하십시오.
 Language Preference 항목은 한국어를 설정한 것을 전제로 설명
하겠습니다.

2. [시험 등록 및 주문] 아래 항목 중 [기타 성적표]를 선택하십시오.
Language Preference 항목을 English로 선택했을 경우
[My Tests] 아래 항목 중 [Register for a Test/Order Score Reports] 선택

3. 유형 중 [TOEFL Services]를 선택하신 후 [계속]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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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항목 중 [Send Additional Score Report(s) to Institutions]를
선택하십시오.

5.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는 [시험 날짜/Test Dates] 항목 중 TOEFL Reporting 할 [해당 날짜]을 선택한 후 [계속]을 누르십시오.
6.

[기관 코드]란에 [0097]을 입력하시면 하단에 SAF 본부 주소 (STUDY ABROAD FOUNDATION)가 나타납니다. 해당 주소를 [선택]하십시오.

7.

Select School Type에 [Undergraduate]를 선택 후 [계속]을
누르십시오.

8.

ETS에서 $20의 비용을 부과하며, 온라인으로 TOEFL 점수 리포팅을 요청한 날로부터 4-7(Working day 기준)일 후 공식 TOEFL 성적 증명서가
발송됩니다. 최종적으로 SAF 본부에 성적 증명서가 도착하기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의 (iBT, CBT, PBT 공통):
리포팅 요청 시 사용한 신용 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 신용 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리포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팅
요청 일주일 후에 신용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 보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Ⅲ. 2019년 봄학기 지원 마감일


학교 사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마감일 변경 가능



지원 학교에 따라 각각 다른 지원마감일 적용



지원마감일을 고려하여 Online Application 작성 및 시험 주관사에 TOEFL/IELTS 점수 리포팅 요청 (성적표 원본 소유 여부는
관계 없으며, SAF HQ(본부) 지원마감일 전 TOEFL/ IELTS 점수 온라인 확인 가능 시 지원 가능)



아래 지원 마감일은 온라인 지원서 제출 마감일로, SAF Portal에 업로드가 필요한 Document 제출 마감일의 경우 온라인 지원
마감일보다 약 일주일 정도 여유

1. 지원마감일
UNITED STATES
American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9 월 17 일

Washington Semester Program Internship

2018 년 10 월 18 일

Arizona State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10 월 18 일

Arizona State University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9 년 1 월 1 일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

Academic

2018 년 10 월 5 일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

Language

2018 년 10 월 18 일

Colorado State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10 월 18 일

Columbia University (Columbia College) Academic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2018 년 10 월 1 일
●

Language

2018 년 11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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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zaga University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24 일

Johns Hopkins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10 월 1 일

Michigan State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9 월 17 일

Montana State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11 월 1 일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9 월 17 일

San Jose State University

●

Academic

2018 년 10 월 17 일

San Jose State University

●

Language

2018 년 10 월 17 일

University at Buffalo, SUNY Academic

2018 년 9 월 17 일

University at Buffalo, SUNY Language

2018 년 10 월 22 일

University of Alabama Academic

2018 년 9 월 17 일

University of Alabama Language

2018 년 11 월 5 일

University of Arkansas Academic

2018 년 10 월 1 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Academic

2018 년 11 월 5 일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Academic

2018 년 10 월 1 일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Language

2018 년 10 월 29 일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cademic

●

Academic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cademic

2018 년 10 월 8 일
2018 년 10 월 8 일
2018 년 10 월 8 일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Academic

2018 년 9 월 17 일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Language

2018 년 9 월 17 일

University of Hawaii, Hilo Academic

2018 년 9 월 17 일

University of Hawaii, Hilo Language

2018 년 11 월 1 일

University of Minnesota

●

Academic

2018 년 10 월 1 일

University of Mississippi Academic

2018 년 9 월 26 일

University of Mississippi Language

2018 년 11 월 1 일

University of Montana Academic

2018 년 11 월 1 일

University of Montana Language

2018 년 10 월 1 일

University of Nevada, Reno Academic

2018 년 10 월 18 일

University of Nevada, Reno Language

2018 년 10 월 18 일

University of Oregon Academic

TBD

University of Oregon Language

TBD

University of Pennsylvania Academic

2018 년 10 월 18 일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9 년 1 월 4 일

University of Washington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9 년 1 월 8 일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Academic

2018 년 10 월 1 일

Vanderbilt University Academic

2018 년 8 월 17 일

UNITED KINGDOM
University College London Academic
University of Bristol Academic

2018 년 9 월 14 일
2018 년 10 월 11 일

University of Edinburgh Academic

2018년 10월 17일

University of Edinburgh Language

2018년 10월 17일

University of Glasgow Academic

2018 년 10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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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Manchester Academic

2018 년 10 월 18 일

University of Manchester Language

2018 년 10 월 18 일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Academic

2018 년 10 월 17 일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8 일

University of Westminster Academic

2018 년 10 월 1 일

AUSTRALI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cademic

2018 년 11 월 1 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nguage

2018 년 10 월 24 일

University of Queensland Academic

2018 년 10 월 17 일

University of Queensland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24 일

NEW ZEALAND
University of Otago Academic
University of Otago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1 월 16 일
2018 년 12 월 7 일

CANADA
University of Calgary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24 일

University of Toronto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24 일

University of Victoria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24 일

IRELAND
University College Dublin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24 일

University of Limerick Academic

2018 년 10 월 18 일

University of Limerick Language (3 월에 프로그램 시작)

2018 년 12 월 24 일

EUROPE
University of Leipzig Academic

2018 년 11 월 16 일

University of Leipzig Language

2018 년 10 월 8 일



학교명 우측에

●

표시된 학교는 SAF 학생을 Continuing Education 학생으로 간주하고 Continuing Education을 통해 성적표를 발행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모교로부터 교환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지원 전 모교와 상담 필요. Continuing Education 학생도 정규과목 수강은 가능하나, 수강 신청 시 우선권 최하순위 등의 제한 발생

Ⅳ. 지원서류 제출 방법
지원 전 학점 인정 및 학기 인정을 위해서는 모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Online Application
자세한 안내는 SAF Korea Website에서 확인 가능하니 www.safkorea.org 로 접속하여 Online application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전 주의 사항



•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중간에 저장(SAVE) 또는 뒤로가기(RETURN)가 불가

•

지원서 작성 전 여권, 4.0으로 변환한 총 학점, 영어 성적, 지원 학교, 지원 기간, 보호자 정보 모두 준비

•

박스 상단에 *로 표시된 항목은 빠짐 없이 작성

•

온라인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SAF Korea 웹사이트에서 SAF Online Application 작성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은 후 온라인
지원서 작성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

Online Application 링크: https://sisfbrenderer-100287.campusnet.net/#/rendere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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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서 작성 요령은 SAF Korea 웹사이트 www.safkorea.org  상단의 [지원하기] 클릭  왼쪽 하단의 [SAF 프로그램
지원방법] 클릭  SAF Online Application 작성 안내문 다운로드

Ⅴ. 지원서류 준비
지원서 체크 리스트
제출서류
TOEFL/IELTS Reporting

TOEFL iBT/IELTS 주관사에 연락하여 SAF HQ(본부)로 TOEFL/IELTS 리포팅

Check

▢

지원비($300)를 아래 계좌에 달러(US$)로 송금
지원비

•

예금주: SAF Korea

•
계좌: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외환계좌) 423768-06-102578
※ 지원비 미납 시 지원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지원 마감일까지 납부 권장

▢

온라인 지원서: https://sisfbrenderer-100287.campusnet.net/#/renderer/14
온라인 지원서 작성
Online Application

•

온라인 지원서는 작성 중간 저장(Save) 및 되돌아가기(Return)이 불가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SAF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

•

온라인 지원서 제출 2~3일 후에 서류 업로드가 가능한 SAF Portal 정보 메일로 수령

▢

SAF Portal: https://my.safabroad.org/secure/Student/loginstu.aspx
서류 등록
SAF Portal

•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기입한 메일주소로 Portal 로그인 정보 수령

•

SAF Portal 접속 후 제출 서류 확인 → Portal에 서류 업데이트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워드(DOC 또는 DOCX)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파일 크기는 5 MB까지 업로드 가능

▢

SAF Portal에 스캔본 업로드가 필요한 서류

은행잔고증명서
Bank Statement

재정보증서류
Affidavit of Support
여권 사본
Passport information
증명사진
Passport Photo

SAF Program Fee + 체류기간 생활비를 충족하는 잔고 증명
1 학기 지원자: SAF Program Fee+ 약 $5,000
1년 지원자: SAF Program Fee + 약 $10,000
•

현지 통화(달러, 파운드 등)예금, 적금으로만 잔고 증명 가능

•

주식, 펀드, 연금 등으로는 잔고 증명 불가

•

SAF Portal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법적 보호자(Ex. 부모님) 자필 서명 필수

•

은행잔고증명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

여권 유효기간이 학기 종료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3.5 x 4.5 cm 사이즈 사진

•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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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IELTS 성적표 사본
Proof of Language Proficiency
교수님 추천서
Academic Recommendation

본인이 가지고 있는 TOEFL/IELTS 성적표 사본 업로드
•

SAF Portal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교수님 자필 서명 필수

•

전공 교수님 또는 수업 1과목 이상 이수한 교수님의 추천서

▢
▢

모교 공식 영문 성적표
Transcript

영문으로 출력 필요

▢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 및
영문 졸업증명서
High school Transcript

해당 학생만 제출
: Colorado State University(대학교 1학년만 제출) /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University of Nevada, Reno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AF Program 참여 동의서
Korea Application Agreement Form

SAF Portal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학생 자필 서명 필수

Essay / Personal Statement
포트폴리오
Portfolio

•

해당 학생만 작성

•

워드파일(DOC 또는 DOCX)로만 업로드 가능, 한글 파일(hwp)로는 업로드 불가

•

해당 학생만 작성

•

PDF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지원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Official TOEFL or IELTS Examination Scores

본 안내문 P. 15에 TOEFL/IELTS 점수 리포팅 요청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원 마감일 전까지 TOEFL/IELTS 점수
리포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TOEFL/IELTS 성적은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지원 시점이 아닌 실질적인 SAF Program 시작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합니다.
* TOEIC 및 기관토플 ITP 성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성적표 사본 온라인으로 제출


USD $300 Application Fee

▶ SAF 프로그램 지원비($300) 납부 방법
지원비($300)를 아래 계좌에 미화(US$)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예금주: SAF Korea
계좌: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외환계좌) 423768-06-102578
* 본 계좌는 외환전용 계좌이므로, 한화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지원비 $300의 경우 대학교 지원 원서 비용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외환/송금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금자와 학생의 이름이 다른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SAF Korea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서)

한국 학생은 대부분 법적 보호자(Ex. 부모님)으로부터의 재정적 후원 하에 해외 교환/방문 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학생 본인이
아닌 법적 보호자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법적 보호자의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SAF
Portal에서 SAF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재정 보호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고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ank Statement (영문 은행 잔고 증명원)

학생 또는 학생 법적 보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원을 제출 필요



지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급받은 USD 또는 지원 국가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영문증명원
예금, 적금으로만 잔고 증명 가능 (주식, 펀드, 연금 등으로는 잔고 증명 불가)

지원 학교별 SAF 프로그램 비용과 개인 비용(개인비용은 1학기 기준 약 $5,000, 1년 기준 약 $10,000)을 합산한 금액이 은행 잔고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SAF 프로그램 비용 표 보기: http://korea.studyabroadfoundation.org/saf_programs/program_fees/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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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원상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예상비용 이상이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원은 은행별로 혹은 계좌별로 여러 부를 제출해도 무방하며, 영문 은행잔고증명원상 부모님 성함 영문
철자와 SAF Program 지원서 상 영문 철자가 서로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 타입/기간

증명해야 하는 최소 금액

One Semester (한 학기)

SAF One Semester Program Fee + $5,000

Calendar Year (봄학기 + 가을학기 정규과정)

SAF Calendar Year Program Fee + $10,000

Course Preference Form (선호 과목표)

SAF Korea 웹사이트에서 Schedule of Courses 파일을 참고하여, 1지망 대학교에서 SAF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SAF Portal의 Document Center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학교별 과목 정보 확인: http://korea.studyabroadfoundation.org/apply_now/saf_application_form_instructions.php


Academic Recommendation (교수/교직원 추천서)

SAF Portal에서 SAF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께 작성을 부탁 드리기 바라며 반드시
교수님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추천인의 자격: 이수했던 전공 과목 중 최소 한 과목 이상을 담당했던 교수 또는 강사


Medical Information Form (의료 기록)

지원자의 현재 건강 상태 및 과거 병력 사항은 숙소 배정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거짓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AF Portal의 Document Center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On/Off Campus Residence Hall Preference

기숙사 배정을 위한 숙소 선호도 양식입니다.

일부 대학은 별도로 학교 자체 숙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Roommate Requests: 현재 회원 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 중 지인이 있다면 룸메이트로 지명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 두십시오.
Single Room Request: 싱글룸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Single room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Passport Photo (여권용 사진)

여권용(3.5cm X 4.5 cm) 사진


Passport Information (여권 사본)

여권 신원정보면(사진이 부착된 페이지) 사본과 미국 비자 사본(미국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 자격으로 학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을
SAF Portal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 우리나라 여권과 외국 여권 사본을 함께 SAF Portal에 업로드 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외국의 출생증명원 사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바, 이중 국적자의 경우 SAF Korea에 문의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인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를 SAF Korea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권에 서명을 한 후 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권을 신청 시 신청서 상 서명과 같은
서명을 사용하시고, 지원서 또는 향후 모든 서류에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Korea Application Agreement

SAF Program 참여 동의서로 SAF Portal Document Center에서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한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Transcript Release Form

SAF Program 종료 후 회원 대학교로부터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양식으로 SAF Portal Document Center에서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한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Official University Transcripts (모교 성적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 학업을 수행했던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공식 영문 성적증명서 스캔본을 SAF Portal에 업로드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번호 및 원본 조회 웹사이트 주소가 성적표 상에
표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입학 전에 다른 대학교이나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예: 편입생) 이전 대학의 영문
성적증명서도 같이 준비해서 SAF Portal에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Essay/Personal Statement 작성

Essay를 요구하는 대학교에 지원하시는 경우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Essay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안내문에서 지원 학교의 Essay 작성 필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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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s

예술이나 건축디자인을 지원하는 학생은 포트폴리오를 PDF 파일로 SAF Portal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개수와 제출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SAF Korea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Ⅵ. SAF Portal Course Preference Form 작성 요령
많은 대학 및 학과에서 학생 지원서를 받은 직후 지원자/예비 학생의 등록희망과목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지망 학교의 Department/Course Preference Form 을 SAF Portal 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SAF Program Fee 는 일반적으로 학기당 12 학점(미국의 경우) 또는 60 학점(영국의 경우) 등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단,
학교별로 예외가 있으니 SAF Program Fee 표의 학교별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Course Preference Form 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과목 선호도 및 관심 분야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일 뿐, 작성하신
대로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반대로 기입한 과목의 수강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강 과목은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 도착 후
Academic Advisor 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수준 및 관심 분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과목 등록을 완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Course
Preference Form 에 적은 과목들과는 다른 과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도착 후 Advisor 와의 상담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과목 리스트 보기
“Schedule of courses” 파일 참고



과목 코드
과목 코드를 작성하실 때 학년 주의하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숫자 앞자리가 학년 의미하며 고학년 수업 비(非)권장
100~199: 1 학년 수업
200~299: 2 학년 수업
300~399: 3 학년 수업
400~499: 4 학년 수업



작성 예
Course Code

Section

Course Title

Credit/Unit Value

과목코드

Section 번호 or 수업 시간대

과목명

학점

MGT 2340

001 (또는 M,W 07:30 AM-08:50 AM)

Business Statistics

3.0

MGT 3660

001 (또는 M,W 10:45 AM-12:05 PM)

Production Operates Mgt.

3.0

MKTG 3000

002 (또는 M 06:00 PM-09:00 PM)

Marketing Vision

3.0

MKTG 3010

003 (또는 T 06:00 PM-09:00 PM)

Princ. Of Marketing

3.0

참고 사항



Section(수업 시간대) 구분이 없는 과목의 경우는 Section 부분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8 년도 가을학기 과목 리스트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동학기 과목 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선수 과목(prerequisites) 이수를 요구하는 코스 등록 관련: 일반적으로 한국의 모교에서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선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했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다면 해당 코스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회원 대학교에서 내리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원자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담당 Academic Advisor 와의
상담을 통해 회원 대학교에서 추후 안내할 것입니다.
보통 미국 대학교들의 course code 가 500 또는 5000 이상일 경우 석사 과정 학생을 위한 과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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