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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입학전형의 특징

4
우선지원과 최종지원
롤링 어드미션 시스템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이 6~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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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최종지원 마감일(Final Deadline)’
이외에도 ‘우선지원 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먼저 원서를
접수하는 지원자에게 입학심사와 장학금 배정에 우선권을

상시접수 : 롤링 어드미션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대학 입학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인
상시모집·심사·결과발표 시스템을 의미하며,
최종지원 마감일로부터 6~8개월 전부터 원서접수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원서 제출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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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각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SBU vs FIT 프로그램에 따른 차이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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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속한 대표적인 대학인
스토니브룩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SBU)와 패션기술대학교(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FIT) 학위과정을 함께 제공하고

한국 입시제도와 구분되어 운영

있습니다. SBU와 FIT 중 어느 대학의 학과를

전형 구분(수시/정시/특례 등) 및 이에 따른 모집정원이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제출서류 등 입학을 위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가요소별 반영 비율 및

준비사항, 절차 및 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최저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입학 절차입니다. 국내 대학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시의 수시/정시의 지원 횟수 제한(총 9회)이 적용되지
않으며, 편입학 및 외국인 입학이 가능하나 이를 위한 별도의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 등)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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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종합심사

6
다양한 지원자 구성/분포
국내 정규 고등학교(교육과정)를 거친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원자, 해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한국인 학생,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정보와 서류 등을 바탕으로 입학

국내외 타 대학 재학 중(졸업 후) 편입학 희망자 등 지원자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구성이 다양하며, 별도의 전형 구분 없이 모든 지원자가 함께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따라서 필수서류 중의 하나인

평가받게 됩니다.

지원자의 고등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생활기록부, 대내외 활동, 에세이, 수상 기록 등을
선택적으로 제출하여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연간 모집인원 및 학과

지원자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발급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으로 소지하고 있는 서류를

스토니브룩대학교 프로그램
Stony Brook University Programs

제출하는 경우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를 완료해야 함
2.	심사과정에서 필수 제출서류 및 작성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허가된 다음에도
합격/입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지원이 제한/취소될 수 있음
- 필수서류 및 추가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류 위조, 변조, 대리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40

50

명

명

응용수학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Applied Mathematics & Statistics

Computer Science

- 제출한 정보 및 기재/진술한 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이 있을 경우
4.	입학전형 관련 합격자 성적분포 등 입시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입학심사는 전형료 납부가 확인된 지원자에 대해서 진행되며,
납부된 전형료 및 예치금은 반환하지 않음

40

65

명

명

기계공학과

기술경영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 Society
(Technological Systems Management)

65

명

경영학과
Business Management

*위 모집인원은 신입학 기준이며, 편입학 인원은 입학 학기 및 학과에 따라 별도로 정함

모집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봄학기 모집 기간 전년도 7월 ~ 해당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봄학기 개강 2월 말

8월

9월

10월

가을학기 개강 8월 말

가을학기 모집 기간 전년도 10월 ~ 해당년도 7월

패션기술대학교 프로그램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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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명

명

패션디자인학과

패션경영학과

Fashion Design

Fashion Business Management

*신/편입학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위 모집인원은 신/편입학을 모두 포함하는 숫자임

모집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가을학기 모집 기간 전년도 10월 ~ 해당년도 4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가을학기 개강 8월 말

스토니브룩대학교 프로그램
입학절차 및 구비서류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대학교 프로그램 입학 절차는 SUNY
KOREA 홈페이지의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연간
모집인원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나누어 연 2회 모집하며, 모집 일정은
각 입학학기 및 기타 학교의 입시 관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입학심사 절차

1 지원자격

온라인 원서접수

제출서류 확인

입학심사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학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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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학기에 입학 가능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미국 혹은 한국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점검

인터뷰

- 스토니브룩대학교 프로그램 지원자는 아래 4가지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조건부입학(Provisional Admission) 지원자는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학위원회

- 이외에도 아래 ‘선택’ 항목에 기재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학심사
결과발표

장학심사

필수
		
1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영문)

장학심사
결과발표

Scholarship
Committee

		
4 공인영어성적

-	봄/가을학기 우선(Priority) 지원자의 경우 3학년 1학기(혹은
11학년)까지 성적으로 지원 가능
-	미국/한국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이수자는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별도의 학업성취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 권장)
-	편입학 희망자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면제
2 자기소개서(영문)
		

-	영어 650 단어 이내(온라인 지정 양식)
3 추천서(영문 또는 한글)
		

-	온라인 원서작성 시 추천인 정보(이메일) 입력
> 추천인에게 지정 양식 온라인 발송
* 추천인의 자격이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으나, 사설학원 및 SUNY KOREA
관계자 지양 권장

시험종류

최저기준

TOEFL (iBT)

80

리포팅용 기관 코드
7499

SAT (ERW)

480

7442

ACT (ENG)

19

7029

IELTS

6.5

SUNY Korea

DET (Duolingo)

105

SUNY Korea

PTE Academic

53

SUNY Korea

A-level (Advanced) English in College

C

SUNY Korea

IB English Higher Level

5

035969

AP English Language/Comp exam

3

7442

AP Literature/Comp exam

3

7442

* 공인영어성적은 각 시험의 주관사를 통해 공식 리포팅을 완료해야 함
* 공식 리포팅 외에도 각 성적의 사본(스크린샷/스캔파일) 제출(업로드) 필수
* 면제 검토 가능 대상
- 영어를 제1언어로 하는 국가 출신의 지원자
- 미국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재학한 지원자
- 편입지원자 : 미국대학교에서 대학수준 영어강의 C학점 이상 취득자(ESL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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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제출 절차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www.sunykorea.ac.kr → Admission →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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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조건부 입학제도
-	필수서류 중의 하나인 공인영어성적이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들을 위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고도 입학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서접수 계정 생성

-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은 지원자는, 입학 후 SUNY
KOREA의 영어집중과정(Intensive English
Course)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개인정보, 추천인 정보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전공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	조건부 입학자는 최종지원 마감일(Final Deadline)
전까지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정규입학(Regular
Admission)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재정보조 신청서 입력

선택

(희망자에 한함)

유의사항

-	인터뷰는 스토니브룩대학교 프로그램 입학 전형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영문 제출이 원칙

-	생활기록부

		
2 한글로만 발급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전체 혹은 일부를 번역/공증

-	대내외 활동, 자격증, 수상 경력, 에세이

제출(submit) 버튼 클릭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료(application fee) 납부

입학지원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납부방법 별도안내 / 납부금액 60,000 KRW 또는 50 USD

모집기간

검증을 위하여 시행되는 절차로, 통상 20~30분
정도 학과장(혹은 학과 교수)과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지망 제도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우편제출
(제출처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입학처)

입학학기

원서접수 시작

우선지원 마감

최종지원 마감

2022년 봄학기

2021년 7월 19일

2021년 11월 30일

2022년 1월 31일

2022년 가을학기

2021년 10월 18일

2022년 4월 30일

2022년 7월 16일

2023년 봄학기

2022년 7월 19일

2022년 11월 30일

2023년 1월 31일

2023년 가을학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입학처로부터 인터뷰를
-	인터뷰는 지원자의 입학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와

		
3 장학금/재정 보조 희망자는 온라인 지정 양식을 통해

- 기타 학업역량, 성취도,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지원자 중 일부는 심사과정에서

후 원본과 함께 제출

-	SAT, ACT, AP, IB

인터뷰

2022년 10월 18일

* 위 일정은 모집 상황 및 대학의 입학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30일

2023년 7월 16일

*편입학 지원자의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	스토니브룩대학교 프로그램 지원자는 1지망 학과와
함께 2지망 학과도 선택하여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2개 학과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경영학과 지원자가 이공학계열을 2지망으로

입학예치금(Deposit)납부
(합격자에 한함)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공학계열학과 지원자가
‘경영학과’를 2지망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별도안내 / 납부금액 1,000 USD

패션기술대학교 프로그램
입학절차 및 구비서류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패션기술대학교 프로그램 입학 절차는 SUNY
KOREA 홈페이지의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연간
모집인원을 가을학기만 1회 모집하며, 모집 일정은 각 입학년도 및 기타
학교의 입시 관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입학심사 절차
온라인 원서접수

1 지원자격

제출서류 확인

입학심사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학력 소지자
- 지원 학기에 입학 가능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점검

- 미국 혹은 한국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패션기술대학교 프로그램 지원자는 아래 3가지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학위원회

- 단, 패션디자인학과 지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장학심사
결과발표

Scholarship
Committee

- 이외에도 아래 ‘선택’ 항목에 기재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학심사
결과발표

장학심사

필수
		
1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영문)

		
3 공인영어성적

-	우선(Priority) 지원자의 경우 3학년 1학기(혹은 11학년)까지
성적으로 지원 가능
-	미국/한국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이수자는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별도의 학업성취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 권장)
-	편입학 희망자(이전에 타 대학에 재학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험종류

최저기준

TOEFL (iBT)

80

리포팅용 기관 코드
2257

IELTS

6.5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DET (Duolingo)

105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PTE Academic

53

SUNY Korea

성적증명서도 제출 필수
* 각 시험의 주관사를 통해 공식 리포팅이 완료되어야 함
* 공식 리포팅 외에도 각 성적의 사본(스크린샷/스캔파일) 제출(업로드) 필수
*	면제 대상 :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9~12학년 정규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

		
2 자기소개서(영문)

5

지원서 제출 절차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www.sunykorea.ac.kr → Admission → Apply

6

주요특징
100% 서류전형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프로그램의 입학심사는 100%
서류전형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별도의 인터뷰나
필기시험 등은 없습니다.

-	영어 750 단어 이내(온라인 지정 양식)

원서접수 계정 생성

		
4 포트폴리오(패션디자인학과에만 해당)
-	FIT 뉴욕캠퍼스에서 정한 4개의 과제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온라인 제출(제출 링크 : 별도안내)
-	구성항목 : 에세이 1개, 디자인 프로젝트 2개, 재봉(Sewing)

2개 학과 동시지원 불가
2개 학과를 같은 입학 학기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프로젝트 1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지원서를 철회하고
FIT프로그램의 다른 학과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학금/재정보조 신청서 입력 (희망자에 한함)
포트폴리오 심사 : 패션디자인학과에 한함

선택

유의사항

제출(submit) 버튼 클릭

패션디자인학과는 정해진 요건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 모든 서류는 영문 제출이 원칙

- 생활기록부

		
2 한글로만 발급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전체 혹은 일부를 번역/공증

- 대내외 활동, 자격증, 수상 경력, 추천서

후 원본과 함께 제출

- SAT, ACT, AP, IB

전형료(application fee) 납부
*납부방법 별도안내 / 납부금액 60,000 KRW 또는 50 USD

		
3 장학금/재정 보조 희망자는 온라인 지정 양식을 통해

- 기타 학업역량, 성취도,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학지원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포트폴리오 온라인 제출
(패션디자인학과에만 해당)

3

모집기간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우편제출
(제출처 : 별도 안내)

입학학기

원서접수 시작

2022년 봄학기
2022년 가을학기

최종지원 마감

해당없음
2021년 10월 18일

2023년 봄학기
2023년 가을학기

우선지원 마감

2022년 2월 10일

2022년 4월 30일

입학예치금(deposit)납부

해당없음
2022년 10월 18일

* 위 일정은 모집 상황 및 대학의 입학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편입학 지원자의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2023년 4월 30일

(합격자에 한함)
*납부방법 별도안내 / 납부금액 1,000 USD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입학전형 관련
자주하는 질문

편입학 전형이 별도로 없는데
편입학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SBU/FIT 프로그램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원서 제출 후 심사결과 발표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봄학기와는 달리 가을학기에는 SBU와 FIT프로그램 모두

평균적으로 SBU프로그램의 경우 4~6주, FIT프로그램의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글자수 제한 내에서 지원자의

학생을 모집하며, 따라서 가을학기에는 두 대학의 학과를

경우 8~12주 정도가 걸립니다. 단, 각 지원자의 지원 시점,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각자의 상황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UNY KOREA는 SBU와

특정 시기의 지원서 접수/검토 건수, 대기자 명단(Wait List)

맞게 충실히 기술하면 됩니다. SBU프로그램 지원자는

FIT의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SBU/FIT는

포함 여부, 미비 서류/정보 유무 등에 따라 심사기간은 각

별도로 정해진 질문에 대한 에세이를 온라인 지정 양식을

미국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해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형료는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입학심사는 한국과 뉴욕캠퍼스 중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인지요?

‘갭 이어(Gap Year)’가 있는 것이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불합격 후에 같은 학기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OR

별도의 편입학 전형(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각 지원자에 대한 최종적인 합격 여부의 결정 권한은 SBU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공백 기간을 의미하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에 아직 원서 접수기간이 남아

다른 대학에 재학한 기록이 있다면 ‘편입학(Transfer)’으로

FIT의 뉴욕캠퍼스에 있습니다. SUNY KOREA는 학생모집,

'갭 이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있다면 같은 학과에 재지원하거나 혹은 학과를 변경하여

분류되며,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기록도 평가에

카운슬링, 지원서 취합, 서류 점검 및 개별 지원자에 대한

단, 자기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갭 이어가 발생한

합격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제출했던 지원서와는

포함됩니다. 단, 국내 대학과는 달리 편입학 지원을 위한

의견 및 한국의 교육환경과 상황에 맞는 레퍼런스를 각

이유와 해당 기간동안의 활동(자기계발)에 대해 충분한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자기소개서 보완, 향상되거나 추가된

최소이수 학기나 학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캠퍼스에 제공하고 입학절차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이 가능하도록 지원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기록이 있는데
다시 학부과정 지원이 가능한가요?

고교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어느정도
되어야 합격할 수 있나요?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2지망으로
합격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2nd
지원하는 학위과정과 동등하거나 낮은 학위를 이미 취득한

내신이나 수능의 최저기준, 합격선(커트라인), 반영비율을

지원서를 제출하여 입학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혹은 이미

입학사정관의 심사결과 1지망이 아니라 2지망 학과로

기록이 있는 경우 (예 : 학사학위 소지자가 다시 학사 혹은

따로 정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합격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를

합격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1지망 학과의 합격 기준을

준학사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SECOND DEGREE

종합평가(Holistic Review)합니다. 또한 국내 고교 출신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지망 학과의 합격은 가능하다고

ADMISSION으로 분류하며, 이전에 취득한 학위의 종류,

뿐만 아니라, 해외고(국제학제), 대안학교, 검정고시, 외국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재정 보조를 신청하지

판단되는 경우, 입학 심사과정에서 1지망보다 2지망 학과가

전공,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지원자 등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않으면 장학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사전에 입학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률적인 합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FIT 학과는 2지망 제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