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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3년특례 12년특례
수시

(외국어특기자, 학생부종합)

선발시기

3월입학 선발
 

2019년 7월 1일 ~ 10일

9월/3월입학 선발 

9월 : 2019년 1월 ~ 5월

3월 : 2019년 7월 1일

3월입학 선발

2019년 9월 6일 ~ 10일

선발방식

서류중심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한양대, 중앙대 
서류중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등  

학생부종합:서류+(면접)중심 
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지필중심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등

외국어특기자:서류+면접중심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특징
부모의 해외체류 자격 및   

기간에 대한 자격 충족해야 함
초중고 전과정 해외에서 이수

국내외 고교 졸업 및 동등학력 

(어학특기가 있는 자)

주요제출
서류

①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고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추천서, 자기소개서  
(국문 or 영문) 

④ 보호자 해외체류자격  
증명 서류

⑤ 지원자, 보호자 출입국  
사실증명서 

⑥ School Profile 및 공인성적표 
(토플, SAT, AP 등),   
기타실적 등 

①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고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추천서, 자기소개서  
(국문 or 영문) 

④ School Profile 및 공인성적표  
(토플, SAT, AP 등),   
기타실적 등 

⑤ 지원자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① 고교 성적증명서 

② 고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추천서, 자기소개서  
(국문 or 영문) 

④ School Profile 및 공인성적표 
(토플, SAT, AP 등),   
기타실적 등 

* 학생부종합전형은 토플, HSK 등 
공인어학성적 제출 불가

한국대학 입시

이것만은 알고가자!

PSU 입시 전문가의
맞춤관리로 
목표대학 합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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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한국대학입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한국입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특례만 된다면, 특목고 학생들과 경쟁하는 수시보다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3.8~3.9수준의 내신과 공인성적이 있는 학생이라면, 상위권 특례 및 수시전형 지원을 추천합니다.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교내신(GPA) 인데, 특목고 학생들은 좋은 스펙에 비해, 내신관리가 어렵습니다. 

해외고 학생들의 비교우위는 좋은 내신이니 서류중심 전형(특례 :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 / 수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IBDP만으로는 불리하다 던데, SAT/ACT 도 해야 하나요?

  IB 40점 이상 또는 SAT 1500점 이상 중 하나만으로도 상위권대학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입시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험성적이 있는 것보다, 한가지라도 고득점이 있어야 합니다. 

IB 예상점수가 좋은 학생이라면 SAT 시험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일단 학생이 속한 시스템에서 최고 성적을 내야 합니다.

IBDP나 SAT는 없지만, 12년특례니까 SKY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쟁력 있습니까?

  Local 학교 또는 한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 졸업생의 경우 IBDP 또는 SAT 성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고대 12년특례 지원자 중 SAT 1500으로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공학계열은 물리성적이 없는 경우 경쟁력이 약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대학과 전공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한번의 입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 
PSU컨설팅이 정답입니다

김혜원　｜　실장

특례 & 수시 수석 컨설턴트

엄지이
College Essayist

박해찬
College Essayist

Alison Chun
College Essayist

PSU Consultant 소개

• 한국대학 & 수시 컨설팅 경력 12년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수많은 학생 합격 성공

• 전) KP강남프라임어학원 한국대학 
대표 컨설턴트

•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비교문학과 
문화) & 심리학 이중 전공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 국제학부 면접

• 대전 TCIS 졸업

• Conell Premed 

• IB chem

• University of Paris 1, Diploma in Law 

• University of Paris 7, Bachelor of 
Applied Language Studies (Law)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본과

• 국제학부 면접, 에세이 

이해하기 
어려운

입시용어

확신하기
어려운

전형/전공선택

쓰려면
막막한

자기소개서

실수할까
두려운

온라인원서

한국·홍콩·일본·싱가포르
10년 이상 컨설팅 노하우로
최적의 대학 및 전공 추천

학생의 고교실적 분석 후
지원전공에 맞는 강점 분석

국문·영문 자기소개서 
전문가의 1:1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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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시전략 수립

PSU Consulting 단계별 세부사항

해마다 변하는 입시, 주변사람들의 정보가 내 조건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입시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SU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성공 입시전략을 선택하세요! 

PSU 컨설팅

합격케이스

SKY 동시 합격

연·고대 특례 합격 후 서울대 학생부종합
까지 도전하여 모두 합격한 김**, 이** 

• 연·고대 합격 후, 심리·경제·역사 융합적   

학업능력을 부각하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합격 

• IB 44점으로 연세대 합격 후 경제 EE로 전공적합성 

강조해서 서울대 경제학과 합격

• [PSU 전략] 서울대 구술면접 자료를 기반으로  

면접 집중대비

12년특례 SKY 합격

치열해지는 12년특례, 학생만의 강점을  
부각하여 SKY 합격한 김**, 최** 

• 9월학기는 연·고대 경제학과, 3월학기는 서울대  
자유전공, 연·고대 경영까지 모두 합격 

• 9월학기 모두 불합격했지만 자소서 및 서류목록  

전면 수정하여 3월학기 연·고대 합격

• [PSU 전략] 희망대학, 전공합격을 위한 철저한  

실적 분석 후 서류, 자소서 작성

서울소재 의대 합격

우수한 학업실적과 전공적합성을 살린  
경험을 부각하여 의대에 합격한 정 **, 김**

• 경시대회 수상과 전공관련 봉사활동 등 학업능력과 

인성을 강조해서 가톨릭대 의대 합격

•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국가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업성과를 강조하여 연대 의대 합격

• [PSU 전략] 1단계 합격 후 학교별 맞춤 면접,  

지필고사 대비로 최종 합격

한국+홍콩·일본 명문대 동시합격

한국대학 입시불안을 홍콩, 일본대학   
지원으로 차선책을 대비한 허**, 이**

• 수시전형과 와세다 국제교양학부 동시지원,   

연세대 UD와 와세다 모두 합격 

• SAT 1400중반으로 홍콩과기대 합격 후   

12년 특례로 연·고대 공학계열 모두 합격 

• [PSU 전략] 홍콩, 일본 대학 합격으로 자신감 부여, 

한국대학 입시도 안정적으로 준비

특례+수시 병행으로 연·고대 합격

이공계열은 특례로, 연·고대는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이**, 김** 

• 서강대, 중앙대 특례는 생명과학 합격 후 수시로  

연세대 HASS 합격 

• 성균관대 합격 후, 수시면접을 준비해서   

연세대 UD 합격 

• [PSU 전략] 3+3 or 4+2전략으로 목표대학   

모두 합격한 후 최종등록대학 선택

1 : 1 맞춤으로 진행되는
PSU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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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과정 책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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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SU Consulting Process

PSU에듀센터 상담문의  Phone: 02-540-2510 / Kakaotalk: PSU에듀센터 친구추가

(2) 시기별 관리내용 – 공인시험 일정 및 서류 준비 통합 관리

귀국 전 귀국 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대
12년 특례
원서접수

연세대, 고려대 등
12년특례 
원서접수

AP, SAT
IBDP Test 3년/12년

특례
원서접수

특례
지필시험

수시
원서접수

수시전형면접 최종발표지원대학,
전공

최종결정

목표전형
전공선택

자기소개서 
1차 작성

제출서류준비
①자기소개서/서류제출

②지필수업
수시전형
서류준비

수시전형
면접수업

PSU Consulting 단계별 세부사항

3.
제출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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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별 제출서류 완벽 세팅 (2) 온라인원서 작성내용 점검

• 귀국 전, 준비해 올 서류 안내 및 점검

• 전형별, 학교별 기준에 맞춘   

증빙서류 준비 및 우선순위 선정

• 입학처에 바로 제출가능 하도록  

6개대학 서류 완벽 세팅

•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회원가입 안내 

• 특례, 수시전형 원서작성 및   

제출일 공지 

• 원서작성 내용 및 서류 업로드 등  

최종점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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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 고려대 국제학부 합격자 자기소개서 일부]

Before 첨삭방향 After

제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택해서 들었던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과목은 경제입니다. 1학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AP 

Economics 과목 수강자격을 충족했던 저는 경제라는 과목에 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신 경제 선생님의 권유로 이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라는 과목은 저에게 생각보다 쉽게 다가왔습니다. 이공계 

과목들을 공부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어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과제를 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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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실제 AP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① 도입

경제공부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문단  

초반부에서 보여줄 것 

경제과목은 일상에 내포된 경제원리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고 했고,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학을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관련자료를 수치화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이 빠른 중국의 다양한 지표들은 경제이론을 실습하는 자료였고, 

토론 중심의 수업에서 주어진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경제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따로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과 토론을 할 정도로 수업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방과후, 관련서적을 찾아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경제용어들과 코즈의 정리, 

재무회계 등도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도 관심이  

생겼고 자유주의 경제이론 외에 계획경제, 케인스 경제학 등 다른 경제이론들

을 주류 경제학과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과 

이론에 관심을 가지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역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기말 최고성적과 AP 5점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경제과목은 좋은 성적을 냈다는 성취감 만이 아닌, 경제정책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② 구체적 내용 (1) 

체류한 국가의 특징과  

공부를 하면서 달라진 점

③구체적 내용 (2)

학습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 어떤 자극을 받았는

지 설명 

④ 결론

학습을 통한 성취 및  

국제학부 지원동기 언급

(2) 자기소개서 첨삭 및 완성

1단계 : 온·오프라인 인터뷰로 학생의 고교 활동 
세부사항 확인

고교활동 수상실적, 클럽 및 봉사활동 점검, 학생의 활동내용

학업성취 10~12학년 성적 확인 후 수강과목 리스트 및 진도

지원동기 희망전공 이유 및 학업, 진로계획 

문화다양성 출신국가에서 느낀 특징 및 경험

기타
학업, 학교생활, 교외활동 중 의미 있는 경험 및  
구체적 사례

3단계 : 1단계, 2단계 내용 기반으로 
대학 별 자기소개서 완성 

지원대학, 전공별 자기소개서 작성

작성내용 점검 및 수정사항 검토

무제한 수정을 통한 자기소개서 완성

2단계 : 고등학교 실적 기반 Resume 작성
(2~3차 수정 및 완성)

교내 수상실적 학업, 클럽 및 봉사활동, 리더십 등

비교과실적 클럽, 봉사활동 기간 및 세부사항

교외활동사항 지역, 국가 경시대회 출전 및 봉사활동 등

공인성적
토플, HSK 등 공인외국어성적 및 SAT, 

IB Diploma, AP 등의 시험성적 기재

기타 해외대학 입학허가 등

ⅰ. 풀패키지,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　학생이 제출한 자소서를, 컨설턴트가 첨삭 

ⅱ. 프리미엄 패키지 프로그램 　｜　컨설턴트 주도로 자기소개서 완성 

(1) 자기소개서 개요 작성

고교기간동안
활동사항 점검

합격자 자기소개서 
샘플 및 참고자료 제공

희망 진로 및
지원이유 인터뷰

On/Off-line을 통한 
Brainstorming

문항별 주제 및 내용 정리
(3회 첨삭 완료)

1.
기초상담 및 분석
고교내신(GPA),
공인성적 및 비교과실적 지참 후 상담

5.
학교별 제출서류 준비
6개지원전형 제출 서류목록 정리,  
학교별 규정에 맞게 준비

2.
심층분석에 의한 전략수립
해당 학년도 입시요강    
및 최근 입시결과 분석

6.
지원대학 서류 제출
6개전형 제출서류,
완벽준비

3.
제출서류 준비
목표전형별 제출서류 목록 전달,
서류준비 상황 개별관리

7.
학교별 지필고사 & 면접 준비
[특례] 국어,영어,수학지필 및 면접 준비 
[수시] 영어,한국어 면접 및 영어 에세이 준비

4.
자기소개서 작성 & 첨삭
목표전형, 전공별 자기소개서 작성  
및 1 : 1 첨삭 (영문/국문)

8.
최종결과 확인
최초, 추가합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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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홍콩 일본 싱가포르

선발
대학

홍콩대,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 홍콩시티대, 

홍콩폴리텍, 홍콩침례대

동경대, 오사카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소피아대 등 

G30 대학

싱가포르국립대, 난양공대 

싱가포르경영대 등 

싱가포르 내의 국립대학

선발
시기

9월입학 

EARLY : 2019년 11월

MAIN   : 2020년 1월

LATE   : 2020년 3월

9월입학
2019년 10월 부터

4월입학
2019년 7월 부터

9월입학
2020년 3월 (IB 기준)

선발
방식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특징
1. 2 ~ 5개 전공 지원가능

2. 전공별 Subject 지원요건 있음

1. 2~5개 대학 동시 지원가능

2. 온라인원서+오프라인서류 제출

1. 3~8개 전공 지원가능

2. 전공별 Subject 지원요건 있음

주요
제출
서류

* 홍콩대 기준 

① 공인시험성적 

- SAT I + SAT II 3과목             

or AP 3과목 

- IB Diploma 등

② 고교 성적증명서, 

③ 고교졸업(예정)증명서 

④ 추천서, 자기소개서

⑤ School Profile 및 기타실적

* 와세다 국제교양학부 기준 

① 공인시험성적 

- SAT I or IB Diploma             

or 한국 수능 등

② 고교 성적증명서, 

③ 고교졸업(예정)증명서 

④ 자기소개서

⑤ School Profile 및 기타실적

* 싱가포르국립대 기준 

① 공인시험성적 

- SAT I + SAT II 3과목 

- IB Diploma 등

② 고교 성적증명서, 

③ 고교졸업(예정)증명서 

④ 추천서, 자기소개서

⑤ School Profile 및 기타실적

홍콩, 일본, 싱가포르 입시

이것만은 알고가자!

더 큰 꿈을 위한 도약, 
PSU 아시아대학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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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일본, 싱가포르 입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홍콩대, 홍콩과기대는 SAT 1500점 또는 IB 38-9점은 있어야 합격하나요? 

  Social Science, Arts 계열은 SAT 1300 중반, IB 30점 초반으로도 합격합니다.  

홍콩대학은 전공별로 지원자격도 다르고, 인기도에 따라 합격자 성적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Engineering, Business 등 인기 높은 전공은 1-2지망으로 하고, 3-5지망은 비인기 또는 선발인원이 

많은 전공 지원을 추천합니다. 

Early와 Main 등 지원시기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달라지나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Conditional Offer 라도 미리 받으면 수험생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Early 지원을 추천합니다. 

홍콩대학은 원서제출 후에도 5-7월까지 나오는 성적을 추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원서 제출 후 학교성적과 공인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대학 면접에서는 한국대학처럼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나요? 

  홍콩대학은 자기소개, 학업계획 등을 묻고, 고등학교 활동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제 사회 뉴스 중 인상적인 것을 묻기도 하지만 학생이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입니다. 홍콩폴리텍은 인터뷰 후 Writing Test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전공에 한합니다.

PSU 컨설팅

합격케이스

11학년부터 목표대학, 전공에 맞게 
준비하여 홍콩대, 홍콩과기대 합격

전공에 맞는 SUBJECT 준비로 홍콩대,  
홍콩과기대 목표전공에 합격한 허**, 채** 

• 11학년부터 물리,수학,화학,생물 SAT II를 준비해서  

홍콩대 Engineering 최종합격

• 수학,경제 및 과학과목 AP까지 대비하여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 Business 합격

• [PSU 전략] 11학년부터 목표전공에 맞는 시기별  

학습계획 수립 + 시험일정 관리로 희망대학 최종합격

홍콩대,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   
홍콩시티대 모두 합격

지원한 모든 대학 합격 및 4년장학금  
제안까지 받은 최**, 이** 

• Business 전공 변경 후 융합형 인재로 부각,   

홍콩시티대는 3개전공에서 4년장학금 제안 

• 홍콩대·홍콩과기대는 Social Science로,   

홍콩중문대·홍콩시티대는 Engineering으로 합격 

• [PSU 전략] 학생의 희망과 대학의 선발기준 차이  

설득하여 목표대학 최종 합격

홍콩·싱가포르와 한국대학  
동시지원 후 희망대학 진학

한국과 아시아대학 중 하나만 선택하기  
어려웠지만, 모두 합격 최종 결정한 김**, 정**

• 싱가포르국립대, 난양공대 합격 후 연대 UD와  

고대 경영학과 합격. 한국대학 최종등록 

• 홍콩대, 홍콩과기대 Engineering 및 연·고대 합격,  

홍콩과기대 입학 선택 

• [PSU 전략]  ‘先 합격, 後 선택’ 학생 스스로 최적의  

대학을 결정하도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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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Consulting Program

구분 대상 프로그램 관리내용 수속료 (기간) 비고

공통
한국, 해외대학 

지원 희망자

진학상담
학생 성적 분석

무료 (1회)
추천전형 및 학습전략 제시

멤버십

연간 학습일정 관리

110만원 (1년)클럽, 봉사활동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한국
특례, 수시전형

지원자

원서지원 상담
6개 지원 대학, 전공 추천

20만원 (1회)
자기소개서 및 준비서류 검토

자기소개서 첨삭
1회 대면미팅

3회 온라인 첨삭

SKY or 영문 60만원

그 외 대학 50만원

추가　SKY 30만원

　　　그 외 20만원

풀패키지

원서제출까지 1:1 맞춤관리

6개 대학: 380만원 

3개 대학: 210만원

1개 대학: 100만원

추가　70만원

전형 및 전공선택

시기별 학습순서 관리

제출서류 준비, 세팅

자기소개서 첨삭 (3회)

온라인원서 점검

프리미엄

패키지

원서제출까지 1:1 맞춤관리

6개 대학: 600만원 

3개 대학: 360만원

1개 대학: 200만원

추가　100만원

전형 및 전공선택 

시기별 학습순서 관리

제출서류 준비, 세팅

1) 학생 인터뷰

– 고교활동 세부사항, 학업계획 

2) 학생별 Resume 완성

1)+2) 기반 자기소개서 완성

(무제한 수정)

홍콩,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일본,

싱가포르

지원자

풀패키지

지원대학 및 전공선택

3개 대학: 270만원

1개 대학: 100만원
추가　70만원

제출서류 준비, 세팅

자기소개서 첨삭

온라인원서 점검

[모든 수속료 부가세 별도] PSU 합격자 리스트

입학년도 학생 지원대학 전형 전공
2019 이OO 서울대 수시 경제학과

2019 정OO 가톨릭대 3년특례 의예과

2019 최OO 연세대 12년특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2019 정OO 연세대 12년특례 글로벌인재학부

2019 김OO 연세대 12년특례 경제학과

2019 김OO 연세대 12년특례 경영학과

2019 심OO 연세대 12년특례 노어노문학과

2019 김OO 고려대 12년특례 일어일문학과

2019 심OO 고려대 12년특례 노어노문학과

2019 김OO 고려대 3년특례 경영학과

2019 조OO 성균관대 3년특례 사회과학계열

2019 조OO 서강대 3년특례 사회과학대학

2019 허OO 홍콩대 Social Science, Engineering

2019 김OO 홍콩대 Journalism

2019 이OO 홍콩과기대 Quantitative Social Analysis

2019 허OO 홍콩중문대 Science

2019 김OO 홍콩중문대 Social Science

2019 채OO 홍콩시티대 Electronic Engineering

2018 김OO 연세대 3년특례 의학과

2018 원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8 김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8 최OO 연세대 수시(특기자) HASS

2018 원OO 고려대 수시(특기자) 국제학부

2018 이OO 고려대 수시(특기자) 통계학과

2018 이OO 서강대 3년특례 생명과학

2018 박OO 성균관대 3년특례 사회과학대학

2018 최OO 홍콩대 Science

2018 정OO 홍콩과기대 Engineering

2018 진OO 홍콩중문대 IBBA (Integrated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7 윤OO 연세대 12년특례 UD

2017 양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7 이OO 고려대 3년특례 정치외교학과

2017 이OO 서강대 3년특례 인문계열

2017 이OO 중앙대 3년특례 의예과

2016 김OO 서울대 수시(특기자) 자유전공학부

2016 정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6 김OO 고려대 3년특례 경영학과

2016 정OO 고려대 수시(특기자) 국제학부

입학년도 학생 지원대학 전형 전공
2019 김OO 서울대 12년특례 자유전공학부

2019 허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9 조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9 신OO 연세대 12년특례 글로벌인재학부

2019 이OO 연세대 3년특례 경제학과

2019 박OO 연세대 12년특례 응용통계학과

2019 김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9 최OO 고려대 12년특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2019 박OO 고려대 12년특례 통계학과

2019 김OO 고려대 12년특례 중어중문학과

2019 정OO 성균관대 12년특례 자연과학계열

2019 신OO 서강대 12년특례 경영학과

2019 이OO 홍콩대 Arts

2019 채OO 홍콩과기대 Business and Management

2019 김OO 홍콩과기대 Global China Studies

2019 채OO 홍콩중문대 IBBA (Integrated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9 이OO 홍콩중문대 Chinese Studies 

2019 허OO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2018 장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8 이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8 이OO 연세대 수시(특기자) HASS

2018 정OO 연세대 12년특례 ISE 

2018 성OO 고려대 수시(특기자) 경영학부

2018 정OO 고려대 12년특례 식품공학

2018 박OO 서강대 3년특례 사회과학부

2018 이OO 성균관대 12년특례 자연계열

2018 우OO 홍콩대 Arts

2018 김OO 홍콩과기대 Global China Studies

2018 진OO 홍콩중문대 Business Adminstration

2017 이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7 구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7 양OO 고려대 수시(특기자) 영어영문학과

2017 이OO 성균관대 12년특례 자연계열

2016 이OO 순천향대 3년특례 의예과

2016 김OO 연세대 3년특례 경영학과

2016 김OO 연세대 수시(특기자) UD

2016 김OO 고려대 3년특례 경제학과

2016 권OO 고려대 수시(특기자) 국제학부

2016~2019 3년간 SKY, 국내의대, 홍콩, 일본 등 아시아명문대 199명 합격

서울대 4명 의대 4명 연세대 32명 고려대 21명

성균관대 13명 서강대 8명 한양대 8명 이화여대 7명

중앙대 4명 한국외대 5명 숙명여대 9명 경희대 8명

홍콩, 일본 53명 그 외 (카이스트 포함) 2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