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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년
❏전과목에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학업의 기초를 다진다
❏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는다
❏최선을 다하여 GPA 가 80% 이상이 되도록 노력
❏9 학년 동안 최소 5 권의 픽션/논픽션 도서를 읽도록 한다
❏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커뮤니티 활동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
❏카운셀러와 만나 4 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계획을 세운다
❏자신이 참여했던 모든 활동, 수상 내용, 직업 경험, 학업 성적 등의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둠으로써,
자신의 이력을 쌓아가기 시작함
❏대학 등록금을 위한 저축 시작
❏해당될 경우 SAT 과목별 시험(subject test) 등록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학 캠퍼스 방문 계획
10 학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학업성적을 받는다.
❏목표를 GPA 85%이상으로 잡는다
❏계속해서 특별활동 및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여한다
❏10 학년 동안 최소 5 권 이상의 픽션/논픽션 도서를 읽는다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상의하여 10 학년 때 PSAT 시험 치르는 것을 고려해 본다
❏카운셀러와 10 학년 때 PSAT 시험 치르는 것에 관해 면담한다
❏10 월에 PSAT 를 치른다
❏12 월에 PSAT 결과를 받는다
❏ 웹사이트 www.collegeboard.org 에서 PSAT 성적 확인
❏인터넷을 이용해 대학, 직업, 장학금 등에 관해 조사
❏해당될 경우 SAT 과목별 시험(subject test) 등록
❏ 학생 이력에 새로운 사항을 쌓아 나간다
❏여름방학 동안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엔리치먼트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본다
❏직업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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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년
 올 한 해는 매우 열심히 공부할 각오를 한다!
 11 학년은 대입 준비에 가장 중요한 한 해입니다.
 GPA 90% 이상 취득을 목표로 삼는다.
 11 학년 동안 최소 5 권 이상의 픽션/논픽션 도서를 읽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9/10 월
❏ 힘찬 새 학기를 시작한다
❏PSAT 시험 등록을 하고 시험을 치른다
11/12 월
❏PSAT 결과 발표
❏지원할 대학의 예비 목록을 마련한다
❏ 1 월 SAT 시험 등록을 마친다.(가을에 SAT 선택과목을 치르는 경우)
12/1 월
❏SAT Reasoning, SAT Subject Test, 및 ACT 시험 등록을 한다
❏졸업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2 월/3 월
❏카운셀러와의 학부모/학생 개별 면담 신청
❏인터넷을 이용해 대학, 직업, 장학금 정보를 수집
❏관심 있는 대학 방문 시작-봄방학이 특히 좋은 시기입니다.
❏여름 방학 중 할 수 있는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본다
❏계속해서 학교 및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
4/5 월
❏해당되는 SAT/ACT 시험을 치른다
❏대학 입학 서류 제출 시스템 이용 시작
❏ 각 대학에 정보 요청
❏관심 있는 대학 방문 및 인터뷰 약속 잡음
6월
❏SAT/ACT 시험
❏교사 추천서 부탁
❏기말 시험 및 리전트 시험
❏학생 이력서 최종 마무리
❏지원 대학 리스트 최종 작성
7/8 월
❏대입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말할 수 있을만한 의미 있는 활동을 방학 중에 하기
❏ 대학 방문
❏대입 에세이 쓰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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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년
 올해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늘 정리를 잘 하고, 마감일을 잘 지키며,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지체없이 질문하도록 합니다.
 GPA 를 95%이상 받도록 열심히 공부합니다.
 독서를 계속하십시오 –12 학년에도 최소 5 권 이상의 픽션/논픽션 책을 읽도록 합니다

9월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과목 및 학점을 이수했는지 확인
❏SAT Reasoning test, SAT subject test, 및 ACT 시험 등록
❏교사나 고용주 및 기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추천서 부탁
❏대입원서 준비
❏Early Decision 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소 마감일 2 주 전에 카운셀러에게 제출 바람
❏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CSS PROFILE Financial Aid 양식 제출

10 월
❏카운셀러와 함께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검토
❏대입 에세이 마무리
❏계속해서 대학 방문
❏ 가이던스 오피스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대학 설명회 일정 확인
❏SAT Reasoning, SAT Subject Test, 및 ACT 시험 등록을 한다
❏계속해서 대입 원서 작성 - EARLY DECISION 마감일 반드시 준수
❏대학 설명회/오픈하우스 참석
❏장학금 신청 시작

11 월
❏지원할 대학 최종 선택
❏SAT Reasoning, SAT Subject Test, 및 ACT 시험
❏추수감사절을 맞아 집에 온 대학생들과 대화해 본다
❏대입원서 제출 -모든 제출 서류 사본 보관
❏ SAT Reasoning Test, SAT subject test 및 ACT 시험 점수 대학에 보냄
❏계속해서 장학금 정보 수집
❏추천서 도착 여부 확인

12/1 월
❏FAFSA (Federal Financial Aid Forms) 는 1 월부터 http://www.fafsa.ed.gov/- 에서 신청
가능함. 1 월 초 학부모와 학생이 신청
❏주의: 모든 대학들은 학년도 중간 성적표를 요구합니다 - 대입원서 제출이 끝났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대입원서 제출이 끝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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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3 월
❏ 해당되는 모든 서류들을 가능한 빨리 제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모든 서류들은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한 빨리 제출
❏지원했던 대학의 합격, 불합격, 대기자 명단 여부를 카운셀러에게 알린다
❏계속해서 장학금 정보 수집
4/5 월
❏진학할 대학 최종 결정 - 예치금 납부
❏ 대학 최종결정 내용을 카운셀러에게 알림 - 내가 진학하기로 결정한 대학이 어느 곳인지
알려줌
❏내가 받은 모든 장학금, 후원금, 상금 등의 내역을 카운셀러에게 알림
6월
❏카운셀러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확정
❏ 모든 졸업요건 충족 확인
❏내가 선택한 대학에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마감일 준수
❏졸업 - 축하합니다 &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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