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 수시
한국대학입시

10년경력의 입시전문가가 최적의 전형을 제시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고
맞춤관리로 입시 전과정을 책임지는

PSU의 Total 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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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입시 이것만은 알고가자!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3년특례

선발인원

서울, 경기대학 1,319명
(입학정원 2% 이내)

[서류중심]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서류평가
후 지필고사 실시)

선발방식

[지필중심]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등

(자연계열 수학, 영어/ 인문계열 국어,
영어 지필고사 실시 )

[면접중심]
광운대, 가천대, 경기대,
명지대 등
특징

부모의 해외체류자격 및 기간
에 대한 자격 충족해야함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요제출
서류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국문 or 영문)
-School Profile 및 공인성적표,
기타실적 등

-지원자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12년특례

수시(외국어특기자, 학생부종합)

정원 외 선발

외국어특기자 899명
학생부 종합 84,764명

[서류중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
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류,면접중심]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학생부종합 및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국제학부 등

[지필중심]
한국외대 등

[에세이중심]
한양대

(해외고 지원전형 별도확인)

[면접중심]
의대선발전형(서울, 지방) 및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등
초중고 전과정 해외에서 이수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내외 고교 졸업 및 동등학력
(어학특기가 있는자)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고교 성적증명서

-보호자 해외체류자격증명 서류

-추천서, 자기소개서(국문 or 영문)

-추천서, 자기소개서 (국문 or 영문)
-지원자, 부, 모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사본
-School Profile 및 공인성적표,
기타실적 등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School Profile 및 공인성적표, 기타실적 등

한국대학입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이해하기 어려운 입시용어
확신하기 어려운 전형/전공선택
쓰려면 막막한 자기소개서
실수할까 두려운 온라인 원서

단 한번의 입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PSU컨설팅이 정답입니다.

한국입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해외고 학생은 수시보다 특례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 NO!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교내신(GPA) 입니다. 해외고 학생의 가장 큰 경쟁력은 좋은 내신입니다. 간혹
특목고 학생들과의 경쟁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목고 학생들은 좋은 스펙에 비해, 내신관리가 어렵습니
다. 또 연세대, 고려대 특례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전형에 지원 안 하는 것도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
므로 3.8~3.9 수준의 내신과 공인성적이 있는 해외고 학생이라면, 특례와 함께 수시전형 상위권대학에 도전할
것을 추천합니다.

SAT, AP 는 IBDP 비해 불리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NO!

결론은 학생이 이수한 학제시스템에 충실하면 됩니다. 즉 미국식 고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SAT와 AP 고득점
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실제 SKY 등 상위권대학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단, IBDP가 40점 이상이 확실한 학
생이라면, 본인의 학업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AT 시험성적 제출이 가능하므로 방학동안 SAT 공
부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SAT 1300점대로 중앙대 특례 합격생을 알고 있습니다.
제 점수도 비슷한데, 중앙대 지원해도 될까요? – NO!

서류평가중심으로 특례전형 합격생들의 성적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례는 전공별 선발인원이 적다는
것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1400점 후반으로 최초합격이 안 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학, 전공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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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Consulting Service List

1. 입시전략 수립

해마다 변하는 입시, 주변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가 나의 조건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입시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SU와의 심층삼담을 통해 이기는 입시전략을 선택하세요!

·PSU 컨설팅 성공케이스
SKY합격 전략

ACT 34점으로 서울대 자유전공,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학부 모두 합격한 김**
- 우수한 고교실적과 출신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캐릭터 구축
- 학업우수성만이 아닌 인성, 배려의 리더십 강조
- 서울대를 목표로 8월부터 서울대 구술면접 집중대비

특례+수시병행 전략

이공계열은 특례로 합격, 연고대는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정**, 이**
-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는 희망진로에 맞게 이공계열 공략하여 합격
- 수시전형 연고대는 국제/상경계열로 도전하여 최초 합격
- 3+3 전략으로 목표대학, 전공을 모두 합격한 후 최종등록대학 선택

PSU Total Solution!

2. 자기소개서 완성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은 비슷합니다.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강조하고,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에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는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자기소개서 개요 작성
1

고교기간동안
활동사항 점검

특례지필 집중전략

부족한 스펙, 특례지필과 면접에 집중하여 대학에 합격한 강**, 김**
- AP, SAT 없는 특례생들을 위한 맞춤전략 제시
- 지원전형, 전공에 맞춘 자기소개서 완성 및 면접/지필고사 대비
- 건국대, 경희대, 가천대 등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합격!

합격자 자기소개서
샘플 및 참고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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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line을 통한
Brainstorming

문항별 주제
및 내용 정리

국문 - 고려대 국제학부 합격자 자기소개서 일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Before

제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택해서 들었던 과목들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과목은 경제 입니다. 11 학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AP Economics
과목 수강 자격을 충족했던 저는 경제라는 과목에 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
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신 경제 선생님의 권유로 이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
다. 다행스럽게도 경제라는 과목은 저에게 생각보다 쉽게 다가왔습니다. 이공계 과목
들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어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
었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과제를 할 때
도 경제 과제를 먼저 끝내었고 평소에 학업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던 저에게
이 수업은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전과 후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토론과 질문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흥미를 가지고
경제라는 과목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저는 기말고사에서 최고성적을 거둘 수 있었
고 실제 AP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12년특례전형, 학생만의 강점을 부각하여 SKY 허**, 윤**, 이**
- 미국 주립대 합격에 그쳤던 허**, 서울대 영문학과 합격
- 9월학기 모두 불합격한 윤**, 자소서 및 서류목록 전면 수정하여 3월학기 연고대 합격
- AP, SAT 없었던 이**, 교내실적 및 토플성적 강조하여 연고대 합격

안좋은 내신, 공인어학성적 고득점으로 특기자전형에 합격한 이**, 김**, 안**
- B 수준의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특기자전형을 목표로 공인어학성적 향상에 집중
- 토플, 토익 고득점 취득 및 영어면접/에세이 대비
- 자기소개서, 제출서류에서도 외국어능력을 강조, 최종합격!

희망 진로 및
지원이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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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생 맞춤전략

외국어특기자 집중전략

2

After

경제과목은 일상에 내포된 경제원리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했고, 진로결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학을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관련자료를 수치
화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이 빠른 중국
의 다양한 지표들은 경제이론을 실습하는 자료였고, 토론중심 수업에서 주어진 문제
를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경제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따로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과 토론을 할 정도로 수
업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방과후, 관련서적을 찾아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경제용어
들과 코즈의 정리, 재무회계 등도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도 관심이 생겼고 자유주의 경제이론 외에 계획경제, 케인스 경제학 등 다른 경제이론
들을 주류 경제학과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과 이론에 관심
을 가지면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역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
기말 최고성적과 AP 5점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경제과목은 좋은 성적을 냈
다는 성취감 만이 아닌, 경제정책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해준 경
험이었습니다.

도입

첨삭방향

- 경제공부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문단 초반에서 보여줄 것

구체적 내용(1)

- 체류한 국가의 특징과 공부를
하면서 달라진 점

구체적 내용(2)

– 학습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설명

결론

- 학습을 통한 성취 및 국제학부
지원동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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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첨삭 및 완성

영문 – 연세대 언더우드학부(UD) 합격자 자기소개서 일부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UIC) is an all-English liberal arts college within a major Korean university. What makes
you a suitable fit for UIC and what have you done to prepare for a rigorous liberal arts education? How do you plan to
achieve your future goals at UIC and beyond?

Before

My ultimate dream in the future is to become a diplomat. Ever since I was
young, I wished to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bring about a
change to not only Korea but also the international world, especially in the
human rights aspect. Pursuing my studies in UIC, which provides a rigorous liberal arts education, will, I believe, undoubtedly help me achieve my
dreams. Out of my innumerable characteristics that I have as a quality, I believe that the characteristic of myself that makes me suitable for UIC is being
open to any new culture, thanks to my international experiences. The international school that I attended in China was very unique in that although
it had students from more than 40 countries, but had a small senior school
student body. Thus, this characteristic of my school allowed me to interact
closely and intimately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all at once…….

After

My ultimate dream in the future is to become a diplomat. Ever since I was
young, I wished to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in the
human rights aspect. My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as
brought mainly due to my witness on atrocity brought about by human rights
violation when I was in China. Along with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 could see China’s extremely rapid development in education and culture.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ese developments, there were problems
about workers’ rights such as the Foxconn protests or the right to safe and
clean environment. To these violence, the ones most vulnerable were the
children and the deprived. In order to cultivate my knowledge in these areas,
I read newspapers and books such as A Thousand Splendid Suns and I am
Malala. From them, I learned the importance of non-state actors when trying
to solve these violence………

도입

첨삭방향

-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및
중국에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음을
드러낼것

구체적 내용(1)

- 중국의 경제개발 이면의 노동자 인권
문제가 있음을 쓰고, 중국국제학교의 토
론수업을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교
내 신문에 이에 대한 글을 기고하는 등
의 노력을 했음을 강조

특례 & 수시도 역시

PSU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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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준비

4. 전 과정 책임관리

·학교별 제출서류 완벽 세팅

·Consulting Process

한국대학의 서류제출기준은 학교마다, 전형마다 다릅니다.
내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년간의 입시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서류준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국 전, 준비해 올 서류 안내 및 점검

학생성적, 서류준비 등 변수는 계속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입학처에 문의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고민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입시의 처음부터 끝을 함께 하는 전문가와의 입시를 선택하세요.

전형별, 학교별 기준에 맞춘 증빙 서류 준비 및 우선순위 선정

1 step

입학처에 바로 제출가능 하도록 6개 대학 서류 완벽 세팅

·고려대 기타서류 목록
- 해외고 8개 기타서류 제출
- 항목당 1페이지

기초상담 및 분석

고교내신(GPA), 공인성적 및 비교과실적
지참 후 상담

·이화여대 활동보고서 목록

- 학업 8개, 공인영어시험 6개, 수상 및 활동실적 10개
- 항목당 1페이지

자기소개서 작성 & 첨삭

목표전형, 전공별 자기소개서 작성 및
1:1 첨삭 (영문/국문)

5 step

·온라인원서 작성 점검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회원가입 안내

4 step

6 step

8 step

3 step

지원대학 서류 제출

6개전형 제출서류, 완벽준비

7 step

학교별 지필고사, 면접수업 준비

[특례]국어,영어,수학지필 및 면접 준비
[수시]영어,한국어면접 및 영어에세이 준비

·시기별 관리내용 - 공인시험 일정 및 귀국 전 서류 준비 등 통합 관리
1월

2월

귀국 전

3월

SAT
TEST

특례, 수시전형 원서작성 및 제출일 공지
원서작성 내용 및 서류업로드 등 최종점검 후 제출

제출서류 준비

6개지원전형 제출서류목록 정리,
학교별 규정에 맞게 준비

최종결과 확인

해당학년도 입시요강 및 최근
입시결과 분석 후

목표전형별 제출서류 목록 전달
서류준비 상황 개별관리

학교별 제출서류 준비

최초, 추가합격 확인

2 step

심층분석에 의한 전략수립

목표전형
전공선택

자기소개서
1차 작성

4월

5월

AP,SAT
IBDP Test
지원대학,
전공
최종결정

제출서류준비

6월

귀국 후

7월

8월

9월

특례
원서접수

특례
지필시험

수시
원서접수

1.자기소개서/서류제출 수시전형
서류준비
2.지필수업

수시전형
면접수업

10월

11월

수시
전형면접

12월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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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Total Solution!

PSU Total Solution!

특례&수시 Consultant

합격자 리스트

College Essayist

특례&수시 수석 컨설턴트

College Essayist

엄지이

김 혜 원 실장

한국대학 특례&수시 컨
설팅 경력 11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
이스트 등
수많은 학생 합격 성공
전) KP 강남프라임어
학원 한국대학 대표 컨
설턴트

박해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비교문학과 문화) &
심리학 이중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
번역대학원 한영과
국제학부 면접

대상

관리내용

진학상담

특례,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

정원 외 선발

자기소개서
첨삭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B math & Physics

IB chem

이름

출신 학교

2018

김 OO

국내고

고려대 국제학부 / 수시 (특기자)

해외고

고려대 식품공학 / 12년특례

2018

유 OO

2018

이 OO

2018

이 OO

2018

정 OO

추천전형 및 학습전략 제시

2018
2018
비고

해외고 10~11학년
국내고 1~2학년

특례, 수시전형 지원자

자기소개서 및
준비서류 검토
연간 학습관리
SKY 자기소개서 작성
1회 대면미팅
3회 온라인첨삭

전형 및 전공선택

특례, 수시전형 지원자

시기별 학습순서 관리
제출서류 준비, 세팅
자기소개서 첨삭
온라인원서 점검

2018

SKY or 영문 66만원
그 외 대학 55만원

김 OO
이 OO

미국고

연세대 HASS / 수시 (특기자)

해외고
해외고

연세대 HASS / 수시 (특기자)
연세대 ISE / 12년특례

국내고

연세대 UD / 수시 (특기자)

해외고

연세대 UD / 수시 (특기자)

국내고
미국고
해외고
해외고

연세대 UD / 수시 (특기자)
연세대 UD / 수시 (특기자)
연세대 의학과 / 3년특례

서강대 생명과화 / 3년특례

해외고

건국대 경제학과 / 수시 (학생부종합)

2018

이 OO

해외고

이화여대 국제학부 / 수시 (특기자)

2018

이 OO

해외고

이화여대 국제학부 / 수시 (특기자)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추가
77만원

장 OO

고려대 통계학과 / 수시 (특기자)

오 OO

2018
6개 대학: 418만원
3개 대학: 231만원
1개 대학: 110만원

김 OO

국내고

2018

2018

추가
SKY 33만원
그외 22만원

이 OO

고려대 서어서문 / 3년특례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 3년특례

2018

110만원 (1년)

김 OO

해외고

고려대 경영학부 / 수시 (특기자)

해외고 > 국내고

2018

22만원 (1회)

최 OO

검정고시

대학교

박 OO

2018

2018

6개 지원대학, 전공 추천
특례, 수시전형 지원자

2018

2018

무료 (1회)

정 OO

2018

2018

수속료(기간)

성 OO

2018

2018

원서제출까지 1:1 맞춤관리

풀패키지

입학 년도

2018

프로그램

멤버쉽

이청하

대전 TCIS 졸업
University of
Michigan - Ann
Arbor

Consulting Program

원서지원
상담

College Essayist

2018
2018
2017

2017

이 OO

강 OO

장 OO

해외고
해외고
미국고

성 OO

검정고시

이 OO

해외고

박 OO

해외고

성균관대 자연계열 / 12년특례

경희대 국제학과 / 수시 (특기자)

이화여대 국제학부 / 수시 (특기자)
이화여대 국제학부 / 수시 (특기자)
중앙대 국제물류학부 / 3년특례
중앙대 생명과학 / 3년특례

오 OO

해외고>검정고시

명지대 경제학과 / 수시 (학생부교과)

이 OO

해외고

숙명여대 글로벌협력 / 수시 (특기자)

장 OO
오 OO
김 OO
김 OO
류 OO
강 OO
김 OO
양 OO
이 OO

미국고
해외고

숙명여대 글로벌협력 / 수시 (특기자)

숙명여대 앙트러프러너십 / 수시 (특기자)

미국고

고려대(세종) 글로벌스포츠 / 수시 (특기자)

국내고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 / 수시 (학생부교과)

해외고

한동대 자유전공 / 3년특례

미국고
해외고
해외고

해외고>국내고

고려대(세종) 미래인재 / 수시 (학생부종합)
한동대 / 3년특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 수시 (특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3년특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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