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웨이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입시 전형,
대학 진학을 위한 험난한 여정! 

한국의 입시, 대학 진학, 그리고 졸업

수능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수시, 정시, 3천
여 개에 달한다는 입시전형법, 수험생들에게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재수, 삼수 … 흔한 일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들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로 인해 그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입시제도들을 도입해 보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교육소비자(학생과 가
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들어간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생들이 직면하는
험난한 진로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목을 매고 오매불망하
던 대학 진학의 결과입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 보십시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낸 선진국들에 나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 보십시오.   훨
씬 더 유연하고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길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넓은 세계에 나가 배우고 인맥을 쌓고 기회를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는 인
제가 되는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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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MS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면? 

수십~수만 배의 수익을 얻는 가장 좋은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훨씬 더 랭킹이 높고 (세계 100위 목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신 6등급 이하라도 다시 도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성공하고, 
언젠가 해외로 나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생이나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더 쉬운 세계적인 명문대
진학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최종 결
정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학네트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저희가 앞장서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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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교육1
어느 외국인 기자가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쓴 기고문에서…

“문제는 한국의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지 않거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현명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의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의 수업이 끝나지 않았고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3분의 1이 잠을 자는 교실을 보았고, 한국의 선물
가게에서는 책상에 엎드려 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고안한 베개를 판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업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OECD에서 실시된 15세 학생 대상 시험에서, 한국학생들과
비슷한 결과를 거둔 핀란드의 예를 들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합하여 학생당 공부시간이 한국보다 적고, 13%의 학생들 만이
방과 후 보충 수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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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석학인 앨빈 토플러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석학이며 “제3의 물결 (The 3rd Wave)”라는 책으
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과열된 입시 위주 교육과 잘
못된 교육의 방향을 꾸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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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교육 대기획 6부작 [시험]에서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

“아시아 교육 시스템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교육의 목표는 오
직 큰 시험을 통과하는 것 뿐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마찬가지예요. 시
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험은 그저 다른 시험도 잘 칠 것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뿐입
니다. 시험은 학생들이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는지, 삶에서 어떤 업적으로
이룰 것인지를 증명해 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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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공부의 배신-명문대는 누가 가는가]
방송 중 고2 여학생들의 고백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누구 하나는 펜을 더 놀리고 있겠지, 누구 하나는
문제 하나를 더 풀고 있겠지… 한 학년은 육백 명에 육박했고 다들 학원을 너
댓개씩 다니는데다 이미 고등학교를 과정을 마친 괴물들이 수두룩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많이) 못 했을 때가 6시간에서 7시간, 많이 하면 열 두
시간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열 두 시간 나오려면 잠을 두 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이렇게 잔인하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에 네 시간 반만 자도 멀쩡한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진짜 완벽한 사람을 19살 때 뽑으려고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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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고졸예정자들을 위한 해외 대학진학 방법2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졸(예정)자들의 해외 대학 진학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Pathway과정을 거쳐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패스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
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별 명문대학 진학 프로그
램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신학교별로 또는 학업 능력별로
적합한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 미국

특별히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이 아니라면, 명문대 진학을 위해 선택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Pathway를 통한 진학입니다. 

① 1년간의 전공기초 및 본과 진학 준비과정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패스웨이 프로그램과, ② 대학에서 1~2 학년을 공부한 뒤 동 대학 혹은 타 대
학 2~3학년으로 편입하는 대학편입 프로그램 (University Transfer 
Program)으로 크게 나뉘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Kings Education의
패스웨이입니다.  목표가 주립대 급의 대학교 진학이냐, 상위 사립명문대로
의 도전이냐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2.2. 호주

호주는 고등학교에서 한국 대학 1학년 과정인 교양 및 전공기초 과정을 이미
마치기 때문에, 공학, 교육학, 건축학, 의학, 법학 등의 전공을 제외한 대부분
의 학부과정은 3년 과정입니다. 



패스웨이 완벽 가이드

때문에 한국 고졸자들은 한국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학부예비과정
(Foundation)을 마치고 호주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하지만, 수능 및
내신 성적에 따라 호주 대학 1학년과 동일한 디플로마(Diploma) 과정으로
입학하여 이수한 뒤, 본과 2학년으로 진학하는 특별한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문대 졸업장을 단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3. 영국

영국에서는 미국+호주의 속성을 모두 지닌 패스웨이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외고나 특목고 출신의 성적 우수자들은 1년 간의 속성(Fast Track) A-
Level을 이수하고 Top10 대학을 노려볼 수 있으며, 그 외의 학생들은
Found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Top 20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습니다. 
호텔경영, 관광경영 등 실무적인 전공과 중위권 대학이 목표인 학생들은, 호
주와 같이, 디플로마(= 대학 1학년) 과정에 직접 입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본과 2학년 진학.

뒷 부분에는 영국 파운데이션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대학과 요구되는 파운데
이션 최소 점수를 기록한 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입학 조건이 변동될 수
있지만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패스웨이 완벽 가이드

패스웨이(Pathway)의 정의3
패스웨이의 의미를 풀이해 보면, ‘외국의 고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할 할 수 있
는 지름길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학들은 저마다 입학에 필요한 전형 기준과 입학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또는 검정
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취득),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일부 수시전형에서는 수능시험을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내신성적
(GPA)을 받아야 하며, 명문대의 경우 다양한 AP(Advanced Placement), 
IB 과목 점수,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또
는 ACT(American College Testing)를 치러서 필요한 점수를 취득해야 합
니다.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이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쉽게 엄두가 안날 만큼 복
잡하고 어렵습니다. 공부 할 과목의 수와 학업량이 많고, 입시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영어실력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외고 및 특목고들에서는 유학반(또는 국제반)을 별도로 운영
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AP, SAT, ACT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고 많은 시
간을 시험준비에 할애합니다. 특목고나 외고의 유학 준비생들은 운이 좋은 학
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
회가 없습니다.   이런 유학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기회는 제
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 Pathway(패스웨이) 과정입니다.

졸업 후 곧바로 입학조건들을 맞추기 어려운 유학생들에게, 입학의 문턱을 낮
추어 학력을 보충한 뒤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패스웨이 프
로그램입니다. 1년간에 걸쳐 교양, 전공기초 과목, 영어를 배우고, 학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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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킨 뒤 본과 1~2학년으로 진학합니다. 대학 교육제도에 따라 국가별
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맥락(고졸자들의 대학진
학 준비과정)에서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입니다. 

즉, 유학생들에게 교양과 전공기초 과목, 영어 실력을 쌓도록 만들어 운영하는
학부예비과정이자 본과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을 패스웨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수 많은 ‘명문대학들이 더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패스웨이 과정을 운영하는 초일류 명문대학
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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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패스웨이 과정4
예전에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대학들이 외국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패
스웨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명문대학들도 패
스웨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패스웨이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주요 국가별로 알아보
겠습니다. 희망하는 국가 그리고 입학하려는 대학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개요

중세 이래 오랜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영국, 그리고 전 세계 고
등교육의 선구자로서 현대 대학 발전의 태동이 되었던 영국의 교육은 엄격한
학문적 전통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실용성 모두를 잘 표방하며 오늘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영국은 수백 년 전부터 유럽 출신 유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한때 세
계를 제패했던 제국으로서 아직도 영어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
입니다.

영국에서는 사립고교, 대학, 그리고 사립교육 기관들이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스웨이를 직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대부분 제3의 교육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패스웨이를 통한 외국 학생들의 입학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파운데이션(University Foundation 
Programme)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파운데이션과 패스웨이라
는 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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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공인하는 다수의 영국 대학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는 과
정이며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패스웨이는 파운데이션과 유사한 수업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대학 (1개 혹은 이를 인정하는 소수의 대학) 입학을 보장하
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영국의 사립학교들에서 운영하며, 성적에 따라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
분의 영국 대학에 입학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입학을 허가한 대학 하나를 선택
하여 입학

패스웨이 프로그램
주로 대학 내에서 운영되며, 파운데이션과 동일한 내용의 학부예비과정으로,
이수 후 공부한 대학이나 특정대학으로 진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디플로마 프로그램 (International Year 1)
영국대학 편입 프로그램이다.  패스웨이 과정의 하나로 대학 1학년 과정과 동
일한 과정이다.  성공적으로 수료한 뒤 본과 2학년 또는 타 대학 2학년으로
Transfer(편입)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과 차이는 뒷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러셀그룹 대학들의 패스웨이 운영 형태

아래의 표를 보면, 영국의 명문 연구 중심 대학이자 영국의 Ivy League로 불
리는 러셀그룹(Russel Group)※ 24개 대학 중 21개의 대학이 패스웨이를
직접 운영하거나(부설) 또는 제3 교육기관을 통해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패스웨이를 통한 입
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패스웨이를 통한 대학진학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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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세계
랭킹

영국
랭킹

패스웨이
운영형태

특징

LSE 44 8 협력
런던대학/러셀그룹, 사회과학 분야 하버드 다음 2
위

UCL 9 4 부설 런던대학/러셀그룹, 영국 TOP5 명문대학
King’s College 38 7 부설 런던대학/ 러셀그룹 대학이자 최고의 명문대학

Warwick 62 10 부설 러셀그룹 대학이자 영국 Top5대학
Exeter 163 24 협력 영국 Top 3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Bristol 49 9 협력 영국 Top 1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Manchester 27 6 부설/협력 세계 Top 1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Glasgow 67 11 협력 영국 Top 3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Leeds 98 15 협력 세계 Top 10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Nottingham 96 16 협력 세계 Top 10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Newcastle 145 21 협력 세계 Top 15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Birmingham 81 14 협력 세계 Top 10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Queen’s Belfast 173 26 협력 세계 Top 20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Queen Mary 126 19 부설/협력 세계 Top 15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런던대학
Sheffield 78 13 협력 세계 Top 10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Royal Holloway 291 34 부설/협력 세계 Top 300 명문대학이자 런던대학교
York 148 22 협력 세계 Top 150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Southampton 97 17 협력 세계 Top 100 명문대학이자 러셀그룹 대학

[랭킹 참조] 2019-20 QS World Raking

※ 영국의 아이비리그 - Russel Group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 24개로 구성된 러셀그룹은 1994년에 결성 되
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 수준을 유지하는 러셀그룹 대학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학들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대학들이 세계 대학랭킹 20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거의 모든 대학들이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학생 20,000명이 넘는 대형 대학들입니다.
• 거의 모든 대학대학들이 Medical School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대학들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그룹의 대학들은 명실상부 영국의 Ivy League대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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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국 패스웨이 프로그램의 이해

영국외 다른 국가들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특정 대학에서 예비과정(교양/
전공기초 과목+영어)을 이수하고 동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
국의 경우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4.1.1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University Foundation Program)

✓ 한국 학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과정
✓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수료 또는 졸업, 재수, 검정고시 합격생에게 적합
✓ 세계 200대 영국 명문대 진학에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 오직 3개 수강과목 + 영어성적으로 진학여부 결정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실질적인 과정이며, 가장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현재 고3 즉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학생들에게는 영국 명문대 진학에 가장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영국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2년 총 13년간 교육
받고 대학에 입학하므로 12년 교육 후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학생보다 1년
더 교육을 더 받습니다.  따라서 영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13년 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한국 학생들은 1년간의 학부 예비과정 즉 Foundation 을 필수적으
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 우수한 AP 성적과 SAT 또는 ACT성적이 있는 학생
은 파운데이션 없이도 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에서는 대학
전공기초과목과 영어 등을 배우는 데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면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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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파운데이션 과정의 지원 자격은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또는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되며, 영어 성적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IELTS 
4.5~5.5정도를 요구합니다. 

언제 입학하나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대개 9월에 입학하여 이듬해 6월까지 3학기제로 운영됩
니다. 1월에 입학하여 8월 말에 마치는 과정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년
9월에 영국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
생은 본인의 영어실력에 따라 파운데이션 과정 입학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연수

영어실력이 좋은 학생은 3월 또는 4월에 영어연수를 시작하여 9월 파운데이
션 과정에 입학하며, 다음 해 6월에 과정을 마친 후 그 해 9월에 대학에 입학
합니다. 

영어실력이 낮은 학생 학생은 영어연수기간을 충분히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
이 경우는 3월 또는 4월에 영어연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영어 연수 후 다음
해 1월에 파운데이션 과정에 입학하여 8월에 과정을 마치고 9월에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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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과정 수업

파운데이션 과정의 수업은 비즈니스/경제/경영, 인문사회과학, 공학 및 과학, 
예술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부하는 내용은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경제/경영 : 비즈니스, 경제, 회계, 수학, 국제관계학 중에서 3
과목 선택

✓ 인문/사회과학 : 법학, 심리학, 철학, 국제관계학, 역사, 지리, 사회학, 영
문학 중에서 3과목

✓ 공학/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에서 3과목
✓ 예술 : 전공 분야 실기수업과 포트폴리오 준비

대개 본인의 전공 분야 3개 과목과 영어를 함께 배웁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대학수업에 필요한 스터디 스킬, 리서치 스킬 수업도 제공합니다. 수업은 주
5일, 20~25시간 정도이며, 수준은 수학, 물리, 생물, 화학 등은 한국의 고등
학교 수준, 인문교과목 등은 한국 대학교 1학년 교양과목 수준입니다. 성적
은 수시로 시행되는 프로젝트 점수, 중간 및 학기 말 평가시험 등을 종합해서
산정되며 이 중 학기말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
해서는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규정된 출석률도 엄수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교에서 파운데
이션을 공부했는지가 진학에 더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많으므로 학교나 과정
을 선택할 때 이 점을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나요?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학교는 크게는 대학교와 사립고등학교
(International School)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학 희망 대학교에서 운영되
는 파운데이션과 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파운데이션, 또는 일반 사립 학교의
파운데이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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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 모두 장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갓 고등학
교를 졸업한 한국 학생의 성향이나 성적, 영어실력, 입학용이성 등을 감안하
면,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맞춤식 지원, 수업 및 생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는 사립학교가 더 좋습니다.

대학교 파운데이션의 경우 수업출석 및 생활관리 면에서 사립학교 보다는 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어 자기통제가 강한 학생이 아닐 경우 실패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학 입학지원도 사립학교들이 훨씬 더 진학결과에 민감하
므로 대학교에서 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기억하기 바랍
니다.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진학결과, 졸업생들 성적, 입학이 보장
되는 연계대학,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캠브리지, 옥스포드 대학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명문대 및 학과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파운데이션을 통해 희망 대학, 희망 전공으로 입학
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
는지 보다 어떤 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했는지가 때로는 진학에 더 중요하게
작용 될 때가 많으므로 고려 바랍니다.

수 백년 축적된 학문적 전통과 새로운 도전이 공존하는 영국 대학들.  여기 진
학을 위한 기회, 당당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짧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영국의 파운데이션
이 주는 기회들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한 대학 지원 시 참고 사항

▪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의대, 치대, 수의학과에는 입학 불가, 일부 최상위
권 대학에서는 법학과도 입학 불허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경우 입학 불가
▪ 임페리얼, UCL, LSE의 경우 파운데이션 학생들에게도 조건부 입학허가

를 주지만,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생에 한해서만 입학 허용
▪ 워릭의 경우 비즈니스는 최근 진학이 매우 어려움, 다른 학과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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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 컬리지의 경우 비즈니스 관련 학과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입학이
매우 어려움, 다른 학과의 경우 비교적 입학 용이

▪ 50위 권 밖의 대학들은 대부분 파운데이션을 통해 입학 가능. 그리고 대
체적으로 50위권 밖의 대학들은 IELTS 6.0을 요구함.

▪ 영국의 명문대인 50위권 이내 대학 입학에 필요한 파운데이션 점수는
ABB 이상

▪ 유명 사립학교들의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평균 약 70%의 학생들이
과목들에서 A*~B의 성적을 거둠.

4.2. 패스웨이 (Pathway)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운데이션과 패스웨이는 같은 개념이지만 어떤 식
으로 대학에 입학지원 하느냐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배우
는 과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은 영국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똑같이 이수하
는 형태입니다. 반면,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대학 전공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
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보다 심화된 혹
은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vs 패스웨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비교 (이공계열)

정통 파운데이션 Pathway (INTO Newcastle)

수학 (Mathematics)
화학 (Chemistry)
물리학 (Physics)
영어 (English for Academic Purpos
e)

수학통계학 (Mathematics and Statistics)
화학 (Chemistry)
생물학 (Biology)
물리학 (Physics)
학업스킬과 ICT (Study Skills and ICT)
영어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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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랭킹 대학교 3과목 성적 IELTS 진학 가능여부
1 Oxford 7 불가능
2 Cambridge 7 불가능
3 Imperial College 7 가능
4 St Andrews AAA 6.5 가능
5 UCL A*AA 7 가능
6 Warwick A*AA 7 경영학-어려움
7 LSE A*AA 7 경영학-어려움
8 Durham AAA 6.5 가능
9 Exeter AAB 6.5 가능

10 Bristol AAA 6.5 가능
11 York AAB 6.5 가능
12 King’s College A*AA 7 가능
13 Bath A*AA 6.5 가능
14 Edinburgh AAB 6.5 가능
15 Leicester ABB 6.5 가능
15 Southampton AAB 6.5 가능
17 Loughborough AAB 6.5 가능
18 Sheffield AAB 6.5 가능
19 Glasgow AAB 6.5 가능
20 Nottingham AAB 6.5 가능
21 Newcastle AAB 6.5 가능
22 Birmingham AAB 6.5 가능
23 Lancaster AAB 6.5 가능
24 Manchester AAB 6.5 가능
25 Aston ABB 6.5 가능
26 Cardiff AAB 6.5 가능
27 Leeds AAB 6.5 가능
28 Liverpool ABB 6.5 가능
28 East Anglia BBB 6.5 가능
30 Royal Holloway ABB 6.5 가능
31 Reading AAB 6.5 가능
32 Queen’s Belfast ABB 6.5 가능
33 Aberdeen ABB 6.5 가능
33 SOAS AAB 6.5 가능
35 Sussex ABB 6.5 가능
36 Queen Mary AAB 7 가능
37 Surrey AAB 6.5 가능
38 Strathclyde ABB 6.5 가능
39 Kent ABB 6.5 가능
40 Herriot-Watt BBB 6.5 가능

4.3.  영국 대학의 랭킹 및 파운데이션을 통한 진학 가능 요건(경영학기준)
- 아래 랭킹 이하의 대학은 모두 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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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 (2009~2017)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내신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영국 대학에 진학한 사례들
을 모은 것입니다.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파운데이션을
통해 성공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한 케이스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
만 하십시오!

내신별 진학 가능대학 (한국) 내신등급 파운데이션을 통한 진학결과 (영국)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1.5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중앙대, 
이대

1.7~1.8 Manchester, King’s College, UCL, 
Warwick, Edinburgh, Surrey

부산대, 경북대, 건대, 동대, 숙대, 홍대 2 Sheffield, King’s College, Queen Mary, 
Manchester, Royal Holloway

단대, 국민대, 인하대, 세종대, 
한대안산

2.1~2.3 Edinburgh, Durham, York, Exeter, Bristol, 
Nottingham, Birmingham

명지, 광운, 성신, 덕성, 동덕, 서울여대 2.7 Leeds, Birmingham, East Anglia, Exeter, 
Manchester

한성대, 상명대, 서경대, 경원대, 
경기대

2.8~3.0 Loughborough, Surrey, Nottingham, 
Southampton, SOAS, Queen Mary, 
Edinburgh

한세대, 한신대, 성공회대, 장신대 3.0~4.2 Manchester, Edinburgh, King’s College, 
Warwick, UCL

서울신학대, 한북대, 칼빈대, 협성대 3.8~4.0 Queen Mary, Royal Holloway, SOAS, 
City CASS

신경대, 한북대, 칼빈대 4.3~4.8 King’s College, Kent, Warwick, Bristol, 
Manchester, Aston

5 King’s College, Manchester, City CASS, 
Royal Holloway, Sussex

6 Royal Holloway, Reading, Sheffield, 
Manchester, Leeds, Coventry

7 Royal Holloway, Manchester, Leeds, 
Oxford Brookes

8 Royal Holloway, Manchester, Ast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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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국의 디플로마 프로그램 (Diploma Program , 
International Year 1)

✓ 영국 대학 2학년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
✓ 한국 2~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들, 과정 후 영국 대학 2학년 편입
✓ 1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학 프로그램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2~4년제 대학에서 1년 이상을 마친 경우, 대학 편입 과정을 통해 2학
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디플로마 프로그램입니다. 

외국 유학생이 영국대학 2학년 편입을 준비하는 “영국대학 1학년 과정”이라
고 하여 International Year 1이라고 부릅니다.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성
적을 거두면 대학 2학년으로 편입이 보장됩니다. 전공 심화 과목과 영어수업
이 포함되어 있어 2학년으로 직접 편입하는 것보다 낮은 학점과 영어 성적으
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에 따라 3 학기 (9개월) 또는 4학기(12개
월) 과정을 공부합니다.

디플로마 수업은?

3과목을 주로 공부하는 파운데이션 과정과 달리 영어 수업과 전공 심화 과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시터 대학에서는 회계재무학
(Accounting and Finance), 공학 (Engineering), 경영경제학
(Management and Business Economics), 심리학 (Psychology) 디플
로마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배우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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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학 (Accounting and Finance)

수료 후 엑시터 대학교의 회계재무학 (Accounting and Finance), 경영회
계학 (Business and Accounting) 전공 2학년으로 진학합니다.

✓ English Language Skills for Undergraduate Studies  (학부생을
위한 영어과정)

✓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 (경영학 원론실무)
✓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원론)
✓ Introdu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원론)
✓ Introduction to Management Accounting (관리회계 원론)
✓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 원론)

공학 (Engineering)

이 편입과정을 통하여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토목환경공학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공학경영 (Engineering and 
Management), 재료공학 (Materials Engineering),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Electronic Engineering), 공학
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일반공학 (General Engineering) 
전공 2학년으로 진학 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Language and Study Skills for Engineering (공학 전공 영
어과정)

✓ Core Engineering (Project)(핵심공학-프로젝트)
✓ Core Engineering (Mechanics, Materials and Electronics) (핵심

공학-기계, 재료, 전자)
✓ Electronics for Engineers (전자공학)
✓ Engineering Mechanics (기계공학)
✓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수학)
✓ Materials and Manufacturing (재료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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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에서 보듯 파운데이션 과정이 해당 전공 학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3
과목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실제 해당 학과의 1학년이
배우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전공을 살펴 보겠습니다.

경영경제학 (Management and Business Economics)

이 과정을 수료 후 엑시터 대학교의 경영학 (Business and 
Management), 경영경제학 (Business Economics), 마케팅
(Management with Marketing) 전공 2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다른
대학의 2학년으로도 편입 가능합니다.

✓ Accounting for Managers (경영자를 위한 회계학)
✓ English Language Skills for Undergraduate Studies  (학부생을

위한 영어과정)
✓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 (경영학 원론실무)
✓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원론)
✓ Introduction to Marketing (마케팅 원론)
✓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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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학들은 젊은 만큼 역동적이며, 막대한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거
의 대부분 국립대학들임) 선진국 최고 수준의 첨단 교육시설과 세계 최고의
석학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의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호주에는 총 40여 개의 대학
(University) 이 있지만 그 중 5개 대학이 세계 대학 랭킹 50위 안에 포진하
고 있으며, 50%의 대학이 세계 랭킹 400위 이내에 드는 등 고등교육 수준
이 고도로 상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1985년 이래 시행된 범 국자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하여 우수한 해외 인
재들이 몰려드는 호주의 대학들은 외국 학생들의 입학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
하는 대학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학생들의 대학 입학
에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곳이 호주 대학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한 일일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vy League, 영국을 대표하는 Russel Group 대학들이 있
다면, 호주에는 호주를 대표하는 8개 명문대학 연합인 Group of Eight 대학
들, 실용주의 학문과 교육을 추구하는 호주 공과대학협회인 ATN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이 있습니다.  

호주의 아이비리그 Group of Eight (Go8)

호주 대학 랭킹에서 매년 1~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세계 대학 순위에
서 항상 호주를 대표하여 최상위에 랭크 되는 8개의 대학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 대학들을 Group of Eight (Go8)이라 부릅니다. 호주의 8대 연구중심
명문대학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들입니다.

호주 대학 랭킹 최상위 대학들이라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자주 비교되지만 아
이비리그가 사립대학교의 연합인데 반해 ‘Group of Eight’은 국립대학교의

호주의 패스웨이 과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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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입니다. 이 대학들이 호주 정부의 연구 지원비 총액 70%를 차지하며, 호
주 내 대학 연구 인력의 80%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출신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 대학의 연구 논문 및 성과물의
60%,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출판물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연구 중심대학교
들 입니다.

호주 공과대학교연합 ATN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 (ATN)은 호주의 명문 공과대학교 연합
으로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5개 대학이 함께 모여 만든 협회입니다. 처음
공과대학으로 시작한 역사 때문에 호주 공과대학교 연합이라고 하지만 모두
종합대학이며, 공대 이외 인문학, 경제학, 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
수한 학문적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론과 학문 중심인 호주 8대 명문대 ‘Group of Eight’이 있다면, ATN은 국
제적인 산학협력기구와 협력관계를 맺어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산업계와의 전략적 협력 관
계를 통하여 호주 산업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학생 중 20%가 ATN 대학에 재학 중
이며, 호주 내 유학생 중 25%의 학생들이 ATN을 선택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
가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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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세계
랭킹

호주
랭킹

패스웨
이 운
영형태

특징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9 1 협력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University of Melbourne 38 2 협력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University of Sydney 42 3 협력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43 4 부설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University of Queensland 47 5 협력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Monash University 58 6 부설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86 7 협력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University of Adelaide 106 8 협력 호주 8대 명문, Group of Eight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140 9 협력 호주 실용주의 학문 5대 명문 ATN

University of Newcastle 207 10 협력 간호학, 공학, 건축학 유명

University of Wollongong 212 11 부설 설립 50년 이하 대학 세계 12위

Queensland Uni. of Technology 224 12 부설 호주 실용주의 학문 5대 명문 ATN

Curtin University 230 13 협력 호주 실용주의 학문 7대 명문 ATN

Macquarie University 237 14 부설 호주 혁신 대학

RMIT University 238 15 부설 호주 실용주의 학문 6대 명문 ATN

Deakin University 271 16 협력
스포츠 경영, 스포츠 과학 호주 1위, 
세계 3위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274 17 협력 호주 실용주의 학문 8대 명문 ATN

[랭킹참조] QS World University Ranking 2020

호주 주요 대학들의 패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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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가이며, 대학 유학으로
가장 각광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금융,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면에
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개방적인
교육풍토,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육기관, 폭 넓은 학문 분야 등으로 미국
은 유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인기 있는 선망의 국가이고, 유학생들에게는 학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패스웨
이 분야에서는 호주, 영국 다음의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유학, 특히 대학 편입은 커뮤니티 컬리지(CC)를 통한 방법이 주류였으
나 2000년 대 중후반부터, 호주와 영국에서 패스웨이로 성공을 일군 글로벌
교육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와 영국에
서 이룩한 패스웨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대학교나 타 명문대학으로의 입학(편입)
을 돕는 성공적인 모델을 안착 시켰습니다.

2,300여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을 보유한 교육 대국 미국에서는 체계화된 프
로그램을 앞세워 유학생들에게 최적의 과정을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기관들
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 혹은 주립대와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부설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이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AT, AP 등이 없어도 미국대학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하여 교양과목과 영어
수업을 듣고 이 성적을 가지고 해당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든지, 또는 다른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한다는 개념에서 대
학 편입 프로그램 (University Transfer Program(UTP)) 이라고도 부릅

미국의 패스웨이 괴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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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특정 대학에서 공부한 뒤 그 성적으로 명문 주립대나 사립대로 편입하
거나, 1년 과정을 마쳤지만 대학 편입을 위한 학점(Credit)이 부족할 경우 1
년을 더 공부한 뒤(2학년), 타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대학은 학점 취득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므로, 비교적 입학이 수월
한 패스웨이 과정에 입학해 1, 2학년의 교양과목과 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상위 랭킹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이 미국 대학 패스웨이 프로그램의 가
장 큰 장점입니다.

패스웨이 과정에 입학하여, 성공적인 학업 관리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뒤 명
문대학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Illinois, Penn State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등으로 편입학 하는 성공 케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현재 패스웨이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 입니다. 앞으로
패스웨이를 통한 입학이 가장 확대될 국가가 미국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에 걸맞게 해가 갈수록 명문대학들이 속속 패스웨이 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스웨이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
조하거나 유학네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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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 캐나다 대학교는 높은 수준만큼이
나 입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호주
와 영국만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다만 캐나다에는
많은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운영되어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거나, 혹은 학
위과정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루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의 상당수가 취업과 취업 후 이민을 목적으
로 하는 캐나다 전문대학(College)입학이 인기가 있는 만큼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보편적인 의미의 패스웨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인기가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 많은 외국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을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과정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많은 프
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학교를 통한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과 패스웨이 전문 학교
를 통한 대학교 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캐나다 패스웨이 프
로그램의 특징인 영어학교, 그리고 전문 학교를 통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교를 통한 조건부 입학 (영어 패스웨이 과정)

학력이나 성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나 대학 입학에 필요한 영어수준이 미달할
경우 대학 부설 혹은 계약된 사립 영어학교에서 소정의 어학과정을 마치고 공
용 영어시험 점수 없이 대학 입학을 허가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엄밀
하게 말하면 호주, 영국 등의 패스웨이와는 다른 종류의 패스웨이 과정입니다.

캐나다의 패스웨이 과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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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패스웨이 전문 기관을 통한 대학 진학

대학교로 바로 입학할 조건 (고교성적 & 영어)에 미달하는 경우, 특정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과정을 마친 뒤 본 대학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입학하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은 호주, 미국
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학 중 대학의 모든 시설과 기숙사를 이용하고, 캠
퍼스 생활을 경험하므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안정적인 학업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패스웨이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은
Navitas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Navitas는 명문대학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 
SFU)와 마니토바 대학교(University of Manitoba) 진학을 보장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레이저 인터네셔널 컬리지(Fraser 
International College, FIC)와 마니토바 인터네셔널 컬리지
(International College of Manitoba, ICM)가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공하는 대학편입과정(University Transfer Program, UTP)을 성공적으
로 수료하면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또는 마니토바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FIC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내에 그리고 ICM은 마니토
바 대학교 내에 운영되므로 재학하는 1년 동안 캐나다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
스 생활을 하여, 추후 캐나다 대학생활에 쉽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스웨이에 관심이 있으세요?

유학네트 맞춤유학설계를 이용하시면 최고의 에듀 플래너들이 나에게 딱 맞
는 패스웨이 플랜을 구성해서 보내드립니다.

http://doc.eduhouse.net/books/fsp/surve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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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Shorelight Education - 미국

기존에 호주, 영국, 미국 등에서 운영되던 패스웨이 프로그램들과 그 운영구
조에 대한 혁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Shorelight Education은, 미국의 고등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하였습니
다. 다른 패스웨이 교육기관들은 1년 혹은 2년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Shorelight 프로그램은 학생이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운영되는 것이 특
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아래는 Shorelight Education에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
들입니다.  각 대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
나 유학네트에 문의하여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 Cleveland State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Mercer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Dayton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Kansas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 University of Mississippi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University of the Pacific
• University of Utah

글로벌 패스웨이/파운데이션 교육기관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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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Kings Education & Kings College – 미국, 영국

킹스 에듀케이션은 패스웨이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국 정통
커리큘럼인 GCSE와 A-Level 과정, 영어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립학교 재
단으로 영국에서 시작하였으며, 미국에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
국 명문대 진학에 수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는 최고의 패스웨이 교육 기
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Kings College의 파운데이션을 마친 학생들은 본
인의 성적에 따라 다수의 명문대학들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 많은 명
문대 진학 성공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캠퍼스
• Kings Bournemouth : English, GCSE, A-Level & Foundation
• Kings Brighton : English, GCSE, A-Level & Foundation
• Kings Oxford : English, GCSE, A-Level & Foundation
• Kings London : English, GCSE, A-Level & Foundation

미국 캠퍼스
• Pine Manor College, Boston - UTP
• Marymount California University, LA - UTP
• Concordia College, New York – High School + UTP
• UW Wisconsin - Oshkosh Fox Cities 

⑴ Kings 영국 프로그램

영국에 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Kings College는 GCSE (중학교 과정), A 
Level (2년, 고등학교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 등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력에 따라 A Level 혹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합니다.  

Kings 프로그램들은 1개 대학에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 패스웨이 과정과는
달리 본인의 A Level 혹은 파운데이션 성적에 맞추어 다수의 대학들에 입학
지원을 하여 그 중 한 개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전공 분
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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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상위 30위권 대학 모두 Kings 졸업생들에게 입학허가
• Oxford, Cambridge 대학교 및 영국 의과대학 진학특별반 운영
• A Level 과정 - 졸업생의 86%, 상위 20위 대학교에서 입학허가 취득
• A Level & 파운데이션 과정 – 졸업생의 87%, 상위 30위 대학교에서

입학허가 취득
• 졸업생의 45%가 A Level 시험에서 A* 혹은 A 학점 취득
• University of Bristol (세계 49위, 영국 9위) 입학 보장 패스웨이
• UWE Bristol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 Kingston University, 

Aston University, UCLan 입학 보장 패스웨이
• Art & Design 파운데이션 – 영국 미술 디자인 명문대 입학 보장 패스

웨이

진학 전공분야
• 아트, 미디어, 디자인 (Art, Media and Design)
• 건축 (Architecture)
• 경영 (Business and Management)
• 경제, 금융 (Economics and Finance)
• 공학 (Engineering)
• 인문학 (Humanities)
• 법학 (Law)
• 수학컴퓨터 (Maths and Computing)
• 의학, 보건 (Medicine and Health)
• 정치, 국제정치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심리학, 사회과학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s)
• 자연과학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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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UK를 통한 영국 명문대 진학 결과 (Sep 2019)

대학명 영국 랭킹 대학명 영국 랭킹

University of Cambridge 1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
don

24

University of Oxford 2 University of Sheffield 25

University of St Andrews 3 University of Aberdeen 26

Imperial College London 4 University of Dundee 27

Loughborough University 5 University of Edinburgh 28

Lancaster University 6 University of Essex 29

Durham University 7 Swansea University 30

University College London 8 University for the Creative Arts 33

LSE 9 King's College London 35

University of Warwick 10 Nottingham Trent University 37

University of Leeds 11 Queen's University Belfast 38

University of Exeter 12 University of Reading 40

University of Bath 13 Leeds Arts University 54

University of Birmingham 14 University of Kent 55

University of East Anglia 15 Aston University 56

University of Nottingham 16 Keele University 56

University of Glasgow 17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58

University of Southampton 18 Oxford Brookes University 63

University of Bristol 19 Goldsmiths University 71

University of Manchester 19 UCLan 105

Newcastle University 21 Kingston University 110

University of York 22 Ravensbourne 132

University of Surrey 23

출처: Times and Sunday Times Good University Guide 2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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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ngs 미국 프로그램

미국에 4개 센터를 운영하는 Kings College 과정은 낮은 성적으로도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상위권 명문대학으로 편입하
여 졸업할 수 있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입학합니다.

Kings 프로그램에 재학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학업, 생
활에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으며, 편입 수속도 Kings에서 전담해 드립니다.

Kings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은 모든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1학년에 입학하
여, 입학 첫날부터 미국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재학하
는 동안 모든 학생들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학업, 생활에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으며, 타 대학으로의 편입 수속도 Kings에서 전담해 드립니다.

프로그램 요약

• 미국 상위 100위권 대학을 목표
• 졸업생 100% - 미국 대학에서 편입허가 취득
• 졸업생 84% - 상위 100위권 대학에서 편입허가 취득
• 졸업생 43% - 상위 50위권 대학에서 편입허가 취득
• Ivy League 패스웨이 – 아이비 리그 대학 편입준비반

Top 50 대학교 진학 방법

• Kings의 LA, Boston, 혹은 New York 에서 학업시작, 미국 학생과 동일
수업 & Kings 직원의 Support

• 2~4 학기 과정 수료 후 Top 50 위권 대학으로 편입 (GPA 3.5 필요)

Top 20 엔지니어링 대학 진학 방법

• NY의 Concordia College에 입학 (입학조건: IBT 74, GPA 2.5), 미국
학생과 동일 수업 & Kings 직원의 Support

• 5학기 수료 후 Valparaiso University (공학 랭킹 상위 20위권)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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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Rochester (33위) 편입 보장반

• NY의 Concordia College에 입학, 동시에 University of Rochester 
조건부 입학허가서 취득

• 2년간 학업 후 University of Rochester 3학년으로 편입 (GPA 조건 충
족 필요), 단 일부 학과의 경우 추가 학점 취득 필요

Top 100 대학교 진학 방법

• Kings의 LA, Boston, 혹은 New York에서 학업시작, 미국 학생과 동일
수업 & Kings 직원의 Support

• 2-4 학기 과정 수료 후 Top 100 위권 대학으로 편입

미술명문대 (Top Art School) 진학방법

• NY의 Concordia College에 입학 (입학조건: IBT 74, GPA 2.5), 미국
학생과 동일 수업 & Kings 직원의 Support

• 2~4학기 수료 후 Top Art School로 편입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진학 방법

• UW–Oshkosh Fox Cities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의 분
교) 1학년으로 입학

• 2년 과정 수료 후 Associate of Art and Science (AAS) 학위 받은 뒤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3학년으로 편입 (GPA 3.2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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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US를 통한 미국 명문대 진학 결과 (Sep 2019)

대학명
미국
랭킹

대학명
미국
랭킹

Johns Hopkins University 10 The Ohio State University 56
Cornell University 16 Purdue University 56
Rice University 16 Rutgers University-New Brunswick 56
UCLA 19 Penn State University 59
Emory University 21 University of Washington 59
Georgetown University 22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63
UC Berkeley 22 University of Connecticut 6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2 University of Maryland 63
University of Virginia 25 Clark University 66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27 Texas A&M University 66

Wake Forest University 27 Fordham University 70
New York University 30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70
UC Santa Barbara 30 UC Santa Cruz 70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3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
st

70

UC Irvine 33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76
University of Rochester 33 Virginia Tech 76
Brandeis University 35 American University 78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35 Binghamton University, SUNY 80
Boston College 38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80
College of William and Mary 38 Stony Brook University, SUNY 80
UC Davis 38 Michigan State University 85
UC San Diego 41 UC Riverside 85
Boston University 42 University of San Diego 85

Northeastern University 44 Howard University 89
Tulane University 44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89
Pepperdine University 46 Marquette University 89
University of Georgia 46 University of Buffalo, SUNY 89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46 University of Delaware 89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49 University of lowa 89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49 University of San Francisco 96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49 University of Vermont 96
Lehigh University 53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96
Syracuse University 53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96
University of Miami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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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INTO (INTO University Partnership)
-미국, 영국, 중국

INTO University Partnerships은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까지 패스
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기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INTO University Partnerships은 INTO라는 민간 교육기관이 대학
과의 합작으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된 대학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국
• City, University of London
•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 Newcastle University
• Newcastle University London
• Queen's University Belfast
•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 University of East Anglia
• University of Exeter
•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 University of Stirling
• INTO London (자체 부설)

중국
• Nankai Universit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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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Colorado State University
• Drew University
• George Mason University
• Hosfstra University
• Illinois State University
• Marshall University
• Oregon State University
• Saint Louis University
• Suffolk University
•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Washington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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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Navita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Navitas는 연간 8 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패스웨이 교육 기관중의 하나입니다. 영어과
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패스웨이라
는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한 1세대 교육기관으로 1994 년 이래로 호
주,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리랑카의 대학교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많은 유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진학시켜온 선두 주자입니다.

미국
•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Queens College, CUNY
• Richard Bland College of William & Mary
• University of Idaho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영국
• Anglia Ruskins University
• Birmingham City University
• Brunel University, London
• Edinburgh Napier University
• Robert Gordon University
• University of Hertfordshire
• University of Plymouth
• University of Portsmouth
• University of Swan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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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Curtin University
• Deakin University
• Edith Cowan University
• Griffith University
• James Cook University
• La Trobe University
• University of Adelaide
• University of Canberra
• University of Newcastle
•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캐나다
• University of Manitoba
• University of Portsmouth

네덜란드
•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 University of Tw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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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Kaplan International College  
-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랭귀지 학교로부터 출발하여 글로벌 교육 그룹으
로 성장한 카플란은 2010년 이후 최대 숫자의 영국 명문대학들을 파트너
로 가지게 되어, 현재 영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국과 호주에서 패스웨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 Bournemouth University

• Aston University

• Bournemouth University

• City, University of London

• Cranfield University

• Nottingham Trent University

• University of Birmingham

• University of Bristol

• University of Essex

• University of Glasgow

• University of Liverpool

• University of Nottingham

• University of Westminster

• University of York

•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 Bristol

• University of Aberdeen

• University of Salford

호주

• Murdoch university

• University of Adela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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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Arizona State University

• Pace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Tulsa

아일랜드

• University College Dub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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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Astrum Education - Chelsea Independent 
College - 영국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스트럼 에듀케이션(Astrum Education)은
런던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명문 교육 재단으로 실력을 검증 받은 경
력 있는 교사진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매년 뛰어난 진학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립 교육재단입니다. 패스웨이가 아닌 파운데이션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사립학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중 Kings College 등과 함께 가
장 우수한 유학생 진학실적을 보여주는 학교들 중의 하나입니다.  

소수 정예의 학생 밀착형 관리시스템(평균 6~8명)과 엄격한 학습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 과정과 연령대별로 구분되는
정상급의 학생 기숙사, 학생편의 시설, 체계적인 학사 운영, 학교와 학부모, 
학생 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Cambridge, Oxford, LSE, Imperial College, UCL 등 영
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켜 런던에서 가
장 우수한 사립학교들 중 하나로 인정받아온 명문 학교입니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은 Chelsea Independent College에서 운영되고 있
으며 경영/경제, 인문사회과학 Pathway과정 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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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Study Group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
덜란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패스웨이를 운
영하는 글로벌 교육재단입니다.  대부분의 과정들이 대학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대학 내 패스웨이 과정이지만, 영국의 Bellerby’s College, 호주와 뉴
질랜드의 Taylor’s College들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과 명문대 진학 파운데
이션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 Baylor University
• James Madison University
• DePaul University
• James Madison University
• Lipscomb University
• Long Island University, Brooklyn
• Long Island University, Post
• Lynn University
• Oglethorpe University
• Taxas A & M University, Corpus Christi
• University of Harford
• University of Vermont
•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뉴질랜드
•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Massesy University
• University of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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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Coventry University London
• Durham University
• Keele University
• Kingston University, London
• Lancaster University
•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University of Aberdeen
• University of Huddersfield
• University of Lincoln
• University of Strathclyde
• University of Surrey
• University of Sussex

호주
• Charles Sturt University
• Flinders University
• University of Sydney
•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캐나다
• Royal Roads University
• Stenberg College

네덜란드
•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Tilburg University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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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Cambridge Education Group - 미국, 영국

영국, 미국에 걸쳐 다양한 대학들과 함께 패스웨이 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
교육재단입니다.  입학이 용이한 대학들로부터 명문대학들까지, 학생의 성적
과 미래 희망 전공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
• Illio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Curry College 

영국
• Coventry University
•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 Falmouth University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 Royal Veterinary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 The Courtauld Institute of Arts
• Univerisyt of Central Lancaster
• Univerisyt of Southampton
• University of Hull
• University of Reading
• University of Sunderland
• The Courtauld Institute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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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패스웨이를 직접 운영하는 호주 대학들 - 호주

패스웨이 학교명 대학명

IES College University of Queensland

MUIC Macquarie University

Monash College Monash University

QUTIC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RMIT Pathway RMIT University

Trinity College University of Melbourne

UNSW Global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TS:Insearch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OW College University of Wollo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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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국내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학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각 국가별 대학 진학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
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등 특목고 졸업
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학업 목적과 개인 성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를 졸
업한 학생들의 패스웨이 역시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패스웨이를 설계할 때에는 학생의 학업능력과 영어실력 그리고 현재의 성적
과 향 후 성취 가능한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적의 패스웨이 과정을
선정해야 학생이 희망하는 진학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학생의 내신, 출신 학교, 진학 목표 대학에 따른 패스웨이 프로그
램 선택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단, 학생 별로 구체적인 진학 방법
과 플랜은 다양한 진학 플랜을 성공시켜온 유학네트 전문 EP들에게 정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성적별 패스웨이 선택 및 명문대 진학 전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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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외고, 특목고, 일반고의 상위권 성적

⑴ 미국

⒜ 미국의 명문 대학교 진학을 희망한다면?

외고, 특목고를 졸업생들 중 학교에서 국제반, 즉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
생이 아니라면 패스웨이를 통해 진학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
법입니다. 특히 특목고 학생들 중 학업 능력과 영어 능력이 우수하다면 그리
고 미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이 학생들은 특정 대학에 대한 진학 보
장 프로그램 보다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대학편입보장 프로그램인 UTP 
(University Transfer Program) 과정을 추천 드립니다.

UC 계열의 서부 명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Kings Education의
Marymount California University (LA)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추천 드리
며, 동부의 명문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의 경우 역시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뉴욕의 Concordia College 프로그램, 보스턴의 Pine Manor College 프
로그램을 추천 드립니다.  이들 대학에서 1년 혹은 2년 과정을 이수한 뒤 원
하는 명문대학교의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합니다.

⒝ 안정적으로 미국 주립대학이나 명문 대학교 진학을 희망한다면?

⒜ 번의 플랜이 일반 사립 리버럴 아츠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다른 명문대로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은 명문주립대나 사립
명문대학 패스웨이로 1학년으로 직접 입학하여 교양과정을 마치고 2학년으
로 편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카고에 위치한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워싱턴 DC에 위치한 American University 프로
그램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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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aint Louis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Richard Bland College of William & Mary 프로그
램 등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Richard Bland College of William 
& Mary 프로그램은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뛰어난 대학으로 평가 받는 William & Mary로의 입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⑵ 호주

호주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저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른 대학으로 전학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등
의 프로그램과 달리, 패스웨이 과정에서 소정의 성적만 거둔다면 대학 본 과
정에의 진학(입학, 편입)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능력
이 있는 특목고 출신의 학생들이나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졸업들 중 호주 명
문대 진학을 원한다면 두 가지 방안을 추천 드립니다.

즉 내신 1, 2 등급의 학생이라면 호주를 대표하는 Group of Eight(Go8) 대
학교로 다이렉트 입학을 추천 드립니다. 이 경우 별도의 다른 시험(AP, SAT 
등) 없이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최소 315점 이상, 전공별로 다를 수 있음) 만
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어실력도 뛰어나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IELTS 6.5~7.0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호주의 Go8 대학들의 패스웨이를 이용하면 되므
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신이 일정 등급 이상 (내신 2등급~4등급) 되
는 학생들은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 University of 
Melbourn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SW), University of 
Queensland(UQ), University of Adelaide,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등의 패스웨이
과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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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영국

영국 대학 패스웨이는 특목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입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선택의 폭이 넓고, 단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패스웨이는 호주 패스웨이의 장점과 미국
패스웨이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특정 명문대학으로
의 진학은 물론 동시에 다른 명문대학으로도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영국의 명문대 진학을 희망한다면?

내신 3등급 이내의 특목고 출신 학생들에게는, 영국 최고의 대학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인 런던대학교 UC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추천 드립니다. 고교 내
신 3등급, IELTS 6.0,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입학할 수 있지만, UCL 입학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며 그 외 영국의 Top 10 대학으로의 입학이 수월하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 자체의 파운데이션 과정은 대학에 입학 할 예비자원을 골라 공
부시키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수업 자체 난이도가 높아서 성적을 올리기
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내신 3등급 이내의 학생에게는 런던대학교 King’s College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도 추천 드립니다. 별도의 입학 시험이 없다는 것이 특
징이나 수업이 어려운 것은 UCL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입
학에 필요한 성적을 거두면 King’s College로 직접 입학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를 졸업하고 내신이 4등급~5등급, 나이가 만 20세 미만이라면
Astrum Education의 Chelsea Independent College의 International 
Foundation Year프로그램 혹은 Kings Education을 강력하게 추천합니
다. 이 학교들은 사립학교 입니다. 따라서 교칙이 비교적 엄격하고 학업 분위
기가 좋습니다. 현재, 영국 사립학교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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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좋은 진학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해마다 다수의 한국 학생들
이 명문대학들에 입학을 하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 안정적으로 영국 명문대 진학을 희망한다면

특목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중간 정도의 내신 성적이 있으며 안정
적인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이
자체 부설 또는 협력으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에
서 선택하여 입학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해당 대학교로만 진학이 보장되는 과정도 있고, 해당 대학교
과 타 대학도 지원할 수 있는 과정도 있으니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사전에 확
인하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명문대 진학 보장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castle University, University of East Anglia, University of 
Exeter 프로그램과 더불어 City, University of London 패스웨이 프로그
램이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City의 경우 영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스쿨인
CASS Business School로의 입학이 보장되고 있어서 경영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특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Durham University, Lancaster University, University of 
Sheffield 와 University of Surrey 프로그램도 대학의 명성 때문에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들이며, University of Nottingham, University of 
Glasgow, University of York 프로그램 역시 한국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진학 패스웨이 프로그램들입니다.

영국 상위권 명문대 진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 이미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대학을 다닌 학생들이나 군대를 다녀온 비교적 나이가 있고 성숙한 학
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수 중인 학생들에게는 사립학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학
업 및 생활관리 그리고 이후의 진학에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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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일반고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 중~중하위권 성적

패스웨이 학생들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 희망하는 한국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해외 명문대 진학의 한 방법
으로 패스웨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고나 특목고 학생들, 그리고 내신 성적이 높은 학
생들만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대학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이 외고를 졸업했는지 일반고를 졸업했는지는 크게 중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패스웨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명문대 입학의 척
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패스웨이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입학의 당
락을 결정합니다.

한국 고등학교 내신이 높다고 해서 패스웨이 성적 (파운데이션 성적)이 낮아
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패스웨이 (파운데이션)의
성적에 따라 진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신이 중상위권 혹은 중위
권, 중하위권 학생이라도, 본인의 학업 능력에 맞고 학생들을 잘 서포트 하는
학교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명문대로 진학할 수 있는 것이 패스
웨이의 큰 장점입니다.

내신 중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성적 학생들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중하
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대학에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중위권 내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아주 넓습니다. 대표적인 패
스웨이 교육기관들인 INTO, Shorelight, Navitas, Kaplan, Study
Group, CEG 등의 모든 파트너 대학 프로그램들이 한국의 내신 5등급과 6등
급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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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Go8 대학들 이외의 모든 호주 대학 패스웨이들이 한국의 내신 5
등급과 6등급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일부 대학이 일반고 졸업자들에게 내신 3~4등급 이상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내신 5~6등급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합니다. 이 경우
에도 패스웨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내신 성적과 무관하게 명
문대로 진학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명문대학에서는 한국 내신이 4등급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파운데
이션이 아닌 International Year1 프로그램 입학도 허용하고 있어 3년 만에
학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ternational Year 1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전문대나 대학 1학년을 마친 학
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최근 입학 요건을 완화하여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
생에게도 입학을 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보다는 입학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테스트(인터뷰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검정고시 합
격생들에게 일반고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패스웨이 입학을 허가하고
있으니 상담 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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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하위권 내신 성적

고등학교 내신이 패스웨이를 통한 해외 대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다고 말씀 드렸으나, 내신 성적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패스웨이 입학이 거
절되므로 국가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 미국

미국 패스웨이들의 최저 입학 요건은 내신 6등급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학생
이라면 미국을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유학네트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호주

호주의 경우, 한국학생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패스웨이는 파운데이션
(Foundation) 과정이 아니라 호주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디플로마
(Diploma) 과정입니다. 다만,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면 2학년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비교적 내신 기준을 다소 높게 요구하지만 대학에 따라 여러 기준이
있으므로 미리 유학네트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주의 거의 모든 디플로마 과정은 고교 내신으로 6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더 낮은 등급에도 입학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디플로마 과정으로 입학이 안되면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입학하면 됩니
다.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시작하더라도 공학, 교육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사과정이 3년이기 때문에 한국과 동일하게 4년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패스웨이 완벽 가이드

⒞ 영국

내신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영국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은 내신 4등급 또는 5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받지만, 내신이 이보다 더 낮아도 입학을 허가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안정적인 진학보장을 원한다면 명문대보다는 일반대학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진학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낮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으나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명문대 진
학을 원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영국의 사립학교 파운데이션
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 입학에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합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파운데이션은 내신이 취약한 한국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
을 꿈 꿀 수 있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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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패스웨이를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세계 Top 200 대학
리스트

1년 or 1.5년 준비과정(영어+예비과정)을 통해 진학 가능한 세계 TOP 200 
대학 리스트

⑴ 패스웨이를 통해 진학 가능한 세계 Top 200 대학 리스트 - 영국

세계
랭킹

대학교
세계
랭킹

대학교

14 University College London 131 University of York

23 London School of Economics 133 University of Leeds

24 University of Edinburgh 140 University of Sussex

27 King’s College London 143 University of Nottingham

56 University of Manchester 149 University of East Anglia (UEA)

69 University of Bristol 157 University of Liverpool

70 University of Durham 164 University of Reading

76 University of Glasgow 167 University of Leicester

80 University of Warwick 172 University of Aberdeen

86 University of St. Andrews 182 Cardiff University

97 University of Sheffield 185 University of Dundee

98 Queen Mary, U of London 196 Newcastle University

110 University of Southampton 196 St. George’s U of London

119 University of Birmingham 200 Queen’s University Belfast

129 Royal Holloway, U of London 130 Lancaster University

201~
250

Birkbeck, U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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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패스웨이를 통해 진학가능한 세계 Top200 대학 리스트 - 호주

세계랭킹 대학교

20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41 University of Melbourne

45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47 University of Queensland

50 University of Sydney

60 Monash University

93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109 University of Adelaide

176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24 University of Newcastle

⑶ 패스웨이로 진학가능한 세계 Top200 대학 리스트 - 네덜란드

세계랭킹 대학교

47 Wageningen University

58 University of Amsterdam

74 University of Groningen

149 University of Twente

154 VU University Ama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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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랭킹

대학교
세계
랭킹

대학교

18 Cornell University 158 University of Rochester

30 New York University (NYU) 161 University of Miami

36 U of Illinois–Urbana Champaign 163 University of Arizona

39 U of California-Santa Barbara 182 University of Utah

39 U of California-San Diego 189 Arizona State University

41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190 Boston College

50 University of Wisconsin

201
~25

0

Stony Brook University (SUNY)

64 Bo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Buffalo (SUNY)

6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75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 of Michigan - Ann Arbor

90 Emory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90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Iowa

99 Michigan State University Northeastern University

144 U of California - Santa Cruz

⑷ 패스웨이를 통해 진학가능한 세계 Top200 대학 리스트 - 미국

⑸ 패스웨이로 진학가능한 세계 Top200 대학 리스트 - 캐나다

세계랭킹 대학교

31 University of Toronto

32 McGill University

5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90 University of Alberta

130 University of Montreal

140 McMaster University

152 University of Waterloo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Oxbridge(영국), Russel Group(영국), IVY League(미국), 
Group of Eight(호주) 대학

진학 컨설팅에 대한 노하우와 자긍심으로
최고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진단해 드립니다. 

유학네트, 패스웨이 진학컨설팅 무엇이 다른가? 

국내 최초, 

전문 에듀플래너가 학생의

희망 학교별(수준별) 

맞춤 진학상담을 진행합니다.



모든 학생의 목표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유학네트는 진학 목표에 맞게

최적화된 맞춤형 진학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패스웨이 완벽 가이드

전 세계 패스웨이 학교 입학 요건 정리10
10.1.  외고 및 특목고 유학반 졸업(예정)자

(ACT/AP/SAT/IB 보유) - Direct 입학

- 영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

영국

ALL UK Universities TOP10 대학교

IELTS 6.5 6.5~7.0

GPA(내신) AP등으로 대체

IB: 36P+ (HL766)

AP: 5.5.5+

SAT-S: 650+

ACT: 30+

Entry 9월 9월

비고
IB는 그 자체로 인정하나 AP는 반
드시 SAT 또는 ACT가 있어야 함

호주

ALL AU Universities Group of 8 University

IELTS 6.5~7.0 6.5~7.0

GPA(내신)
내신 3등급 내신 1등급

수능(CSAT) 280+ 수능(CSAT) 315+

비고 호주 일반대학교 호주 아이비리그 대학교

네덜란드

U of Amsterdam

IELTS 6.5

GPA(내신) 한국고교 내신 2.5등급 이내

Entry 9월

비고 4월 1일 지원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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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A Prestigious Unis & Ivy League

IELTS IELTS7.0+/토플100+

GPA(내신)

내신 1등급

SAT:1150

ACT: 33 

과외활동/리더십/자소서 등

Entry 9월

비고 반드시 모든 요건이 준비된 학생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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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외고 및 특목고 일반과정 졸업(예정)자
- Foundation을 통한 진학

- 영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

영국

King’s College London UCL – UPC

IELTS 5.5(5.5 R&W) 6.0(6.0 in All)

GPA(내신)
고교졸업장 + 내신 3등급(70%) 
이내

내신 3등급(70%)이내

3.2/4.0
문과: Critical thinking시험+
Maths시험+인터뷰

Entry 9월 9월

비고
대학자체 파운데이션, 7월 31일
마감

대학자체 파운데이션, 5월 전 마
감

Chelsea (Astrum) University of Manchester

IELTS 5 5.5

GPA(내신) 4.5 내신 4등급

Entry 9월 9월/1월

비고 만20세까지만 지원 가능

INTO Exeter/UEA
/Newcastle

INTO City

IELTS 5.5 5.5

GPA(내신) 내신 5등급+수학 5등급 내신 5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CEG-On Campus London CEG-LSE Foundation

IELTS 5 6

GPA(내신) 내신 6등급 내신 3등급

Entry 9월/1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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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UNSW Global UNSW Global

IELTS 6.0(W5.5/all5.0) 5.5(W5.5/all5.0)

GPA(내신) 내신 4등급 내신 4등급

Entry 4월/11월 1월/8월

비고 Standard Course Standard Plus Course

UNSW Global UQ Foundation

IELTS 6.0(W5.5/all5.0) 6.0(W6.0/all5.0)

GPA(내신) 내신 2~3등급/CSAT 295+ 고 2 수료/졸업

Entry 2월/8월/9월 5월/10월

비고 Transition Course Express Course

UQ Foundation UQ Foundation

IELTS 5.5(5.0 in All) 5.0(W5.0)

GPA(내신) 고 2 수료/졸업 고 2 수료/졸업

Entry 2월/8월 1월/6월

비고 Standard Course Extended Course

Monash College Monash College

IELTS 6.0(5.5 in All) 5.5(W5.5 /all5.0)

GPA(내신) 고 2수료 75%/졸업 60% 고 2수료 70%/졸업 60%

Entry 3월/8월 1월/7월

비고 Intensive Course Standard Course

Monash College Monash College

IELTS 5.0(5.0 in All) 6.0(W6.0)

GPA(내신) 고 2수료 65%/졸업 60% 분야별 70-75%

Entry 3월/8월 2월/6월/10월

비고 Extended Course Part1

Monash College

IELTS 5.5(5.0 in All)

GPA(내신) 고 2수료 70%/졸업 60%

Entry 2월/6월/10월

비고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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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Simon Fraser Uni – FIC U of Manitoba – ICM

IELTS 6.0(5.5 in All) 5.5(5.0 in All)

GPA(내신)

졸업 & 주요 4과목 6.5등급 고 2수료 & 주요 4과목 5등급

* Mixed Entry 5.5 (R & W 
5.5 / S & L 5.0)

* Mixed Entry 5.0(4.5 in All)

Entry 1월/5월/9월 1월/5월/9월

비고 UTP Stage Ⅰ UTPStageⅠ

네덜란드

Amsterdam Foundation

IELTS 5

GPA(내신) 내신 4등급+수학시험(60%)

Entry 9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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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외고 및 특목고 일반과정 졸업(예정)자
- Diploma를 통한 진학

- 영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

캐나다

Simon Fraser Uni - FIC Simon Fraser Uni - FIC

IELTS 6.0(5.5 in All) 6.0(5.5 in All)

GPA
(내신)

졸업 & 주요 4과목 5.5등급 졸업 & 주요 4과목 5등급

Mixed Entry 5.5 
(R&W 5.5 / S&L 5.0)

(수학 3등급 이상 + 과학관련 1
과목 포함 필수)

Mixed Entry 5.5 
(R&W 5.5 / S&L 5.0)

Entry 1월/5월/9월 1월/5월/9월

비고 UTPStageⅡ UTP Stage Ⅱ-Comp.

Simon Fraser Uni - FIC U of Manitoba - ICM

IELTS 6.0(5.5 in All) 5.5(5.0 in All)

GPA
(내신)

졸업 & 주요 4과목 3등급 졸업 & 주요 4과목 6등급

(수학 3등급 이상 + 과학관련 2과
목 포함 필수) Engin./Environ. Mixed Entry 5.0 

(4.5 in All)
Mixed Entry 5.5 
(R & W 5.5 / S & L 5.0)

Entry 1월/5월/9월 1월/5월/9월

비고 UTP Stage Ⅱ UTPS tageⅡ

U of Manitoba - ICM

IELTS 5.5(5.0 in All)

GPA
(내신)

고3 졸업 & 주요 4과목 4등급

(수학, 과학, 물리학 5등급 이상 포함 필수)

Mixed Entry 5.0(4.5 in All)

Entry 1월/5월/9월

비고 UTP Stage Ⅱ-E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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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Monash College

IELTS 6.0(W6.0)

GPA(내신) 분야별 70-75%

Entry 2월/6월/10월

비고 Part1

Monash College

IELTS 5.5(5.0 in All)

GPA(내신) 고 2수료 70%/졸업 60%

Entry 2월/6월/10월

비고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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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 검정고시, 재수생
- 다이렉트 입학

- 영국/미국/호주

영국 일반계 고교 졸업학생은 수능 또는 내신성적으로 영국 대학교 1학년 다이렉
트 입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호주

ALL AU Universities

GPA(내신) 3등급

Entry 2월/7월

비고 호주 일반대학교

Group of 8 Universities

GPA(내신) 1등급~2등급

Entry 2월/7월

비고 호주의 아이비리그 대학

미국

ALL USA Universities

IELTS 6.5+

GPA(내신)

1등급~2등급

100위권 대학을 제외 일부 대학들은 유학생 SAT면제

150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대부분 유학생에게 SAT 면제

Entry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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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0.5.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 검정고시, 재수생
- 파운데이션을 통한 진학

- 영국/네덜란드/호주

영국

King’s College London UCL – UPC

IELTS 5.5(5.5 R&W) 6.0(6.0 in All)

GPA(내신)
3.2/4.0 내신 70%이내(1~2등급)

고교졸업장 + 내신 70%이내
(1~2등급 추천)

9월

Entry 9월 대학자체 파운데이션

비고
대학자체 파운데이션

문과: Critical thinking시험+Ma
ths시험+인터뷰

7월 31일 마감 5월 전 마감

Chelsea (Astrum) University of Manchester

IELTS 5 5.5

GPA(내신) 4.5 내신 4등급

Entry 9월 9월/1월

비고 만19세까지만 지원 가능

INTO Exeter INTO City

IELTS 5.5 5.5

GPA(내신) 내신 5등급+수학 5등급 내신 5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CEG-On Campus London CEG-LSE Foundation

IELTS 5 5.5

GPA(내신) 내신 6등급 내신 2~3등급

Entry 9월/1월 9월

비고 검정고시△ 검정고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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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avitas UK University Navitas UK University

IELTS 5.5(5.5 in All) IELTS 5.0(4.5 in All)

GPA(내신) 내신 6등급 GPA(내신) 내신 7~8등급

Entry 9월/1월 Entry 9월/1월

비고 Brunel/Swansea 등 비고 Portmouth 등

Kaplan Intl’ College Kings Education

IELTS 5 IELTS 4.5

GPA(내신) 내신 4~6등급 GPA(내신) 내신 7~8등급

Entry 9월/1월 Entry 9월/1월

CATS College

IELTS 4.5

GPA(내신) 내신 7~8등급

Entry 9월/1월

네덜
란드

Amsterdam Foundation

IELTS 5

GPA(내신) 내신 4등급

Entry 9월/1월

비고 검정고시△/수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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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Insearch – UTS Insearch – UTS

IELTS 5.5(5.0 in All) 5.5(Writing 5.0)

GPA(내신) 고2수료 70%/졸업 60% 고2수료 65%/졸업 60%

Entry 3월/6월/10월 3월/6월/10월

비고 Standard Course Extended Course

MUIC – Macquarie MUIC – Macquarie

IELTS 6.0(5.5 in All) 5.5(5.0 in All)

GPA(내신) 졸업 & 7등급/CSAT 276+ 고2수료

Entry 2월/10월 2월/7월/10월

비고 Intensive Course Standard Course

QUTIC QUTIC

IELTS 5.5(5.0 in All) 5.5(5.0 in All)

GPA(내신)

고2수료 & 내신 3등급 고2수료 & 내신 3등급

졸업 & 7등급/D+(60%) 졸업 & 7등급/D+(60%) 

졸업 & CSAT 295+ 졸업 & CSAT 295+ 

Entry 2월/6월/10월 2월

비고 Standard Course Extended

Navitas – NIC (Newcastle) Navitas – NIC (Newcastle)

IELTS 5.5(5.0 in All) 5.0(4.5 in All)

Health는 6.0 요구 * Health stream 5.5 요구

GPA(내신) 고2수료 & 주요 4과목 평균 D 고2수료 & 주요 4과목 평균 D

Entry 2월/6월/10월 2월/6월/10월

비고 Standard Course

Extended Course

* 의대는 6.0(5.5 in All)/고 2 수
료 & 주요 4과목 평균 D요구 /2
월과 7월

Navitas - Curtin College Navitas - Deakin College

IELTS 5.5(5.0 in All) 5.5(5.0 in All)

GPA(내신) 고2수료 & 내신 5등급 고2수료 & 주요 4과목 5등급

Entry 2월/7월/10월 3월/6월/10월

비고 [Stage1] Standard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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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avitas - Deakin College Navitas - Griffith College

IELTS 5.0(4.5 in All) 5.5(5.0 in All)

GPA(내신) 고2수료 & 주요 4과목 5등급

고2수료 & 주요 4과목 평균 D

졸업 & CSAT(국+영+수) 

FND to Diploma 260+ 

FND to Bachelor 280+ 

Entry 3월/6월/10월 2월/6월/10월

비고 Extended Course

Navitas - UC College (U of 
Canberra)

WSUIC BIZ (Western Sydney 
University)

IELTS 5.5 5.5(5.0 in All)

GPA(내신) 고 2 수료 & 평균 D 고2수료 70%/졸업 CSAT 269+

Entry 2월/6월/10월 2월/6월/10월

비고 - Standard Course

WSUIC BIZ (Western Sydney 
University)

WSUIC BIZ (Western Sydney 
University)

IELTS SCI 5.5(5.0 in All) SCI 5.5(5.0 in All)

GPA(내신) 고2수료 70%/졸업 CSAT 269+ 고2수료 65%

Entry 2월/6월/10월 2월/6월/10월

비고

*Health Science & Nursing 
HCnN 6.0(5.0 in All) 고2수료
70%/졸업 CSAT 269+ 2월/6
월

Extended Course
*Health Science & Nursing H
CnN 6.0(5.0 in All) 고2수료
65% 2월/10월 Extended Cour
se

WSUIC BIZ (Western Sydney 
University)

IELTS BIZ 5.5(5.0 in All)

GPA(내신) 고2수료 65%

Entry 2월/6월/10월

비고 Extended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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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Simon Fraser Uni – FIC

IELTS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 주요 4과목 6.5등급

Entry 1월/5월/9월

비고
UTP Stage Ⅰ
* Mixed Entry 5.5 (R & W 5.5 / S & L 5.0)

U of Manitoba – ICM

IELTS 5.5(5.0 in All)

GPA(내신) 고 2수료 & 주요 4과목 5등급

Entry 1월/5월/9월

비고
UTP StageⅠ
* Mixed Entry 5.0(4.5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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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 검정고시, 재수생
- Diploma를 통한 진학

- 영국/호주/캐나다

영국

CEG-On Campus INTO-Exeter

IELTS 5.5(5.5 in All) 6

GPA(내신) 고졸 내신 4등급 고졸 내신 4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비고 검정고시는 4텀만 가능 수학요구조건

INTO-UEA/NCL INTO-GCU/LON/MMU/NCUK

IELTS 6 5

GPA(내신) 고졸 내신 4등급 대학 1년+GPA2.0+

Entry 9월/1월 9월/1월

비고 UEA: IELTS5.5/수학4

INTO-QUB Navitas-BCUIC/LBIC

IELTS 5.5 6.0(5.5 in All)

GPA(내신) 대학 1년+GPA2.0+ 고졸 내신 4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Navitas-CRIC/PUIC Navitas-HIC/ICWS

IELTS 5.5(5.5 in All) 5.5(5.5 in All)

GPA(내신) 고졸 내신 6등급 고졸 내신 8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패스웨이 완벽 가이드

호주

Insearch - UTS Insearch – UTS

IELTS 6.0(W6.0) 6.0(W6.0)

GPA(내신) 졸업 65%/CSAT 290+ 졸업 65%/CSAT 290+

Entry 3월/6월/10월 3월/6월/10월

비고 Accelerated Course Standard Course

Insearch – UTS MUIC – Macquarie

IELTS 5.5(5.0 in All)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65%/CSAT 290+ 졸업 & 6등급/CSAT 288+

Entry 3월/6월/10월 2월/7월/10월

비고 Extended Course

QUTIC Navitas – NIC (Newcatsle)

IELTS 5.5(5.0 in All) 6

GPA(내신)
내신 6등급/C(70%) 또는
CSAT 303+

졸업 & 주요 4과목 평균 C(6등급)

Entry 2월/6월/10월 2월/6월/10월

Navitas - Curtin College Navitas - Curtin College

IELTS BIZ 6.0(5.5 All) D&Arts 6.0(5.5All)

GPA(내신) 졸업 & 내신 6등급 졸업 & 내신 6등급

Entry 2월/7월/10월 2월/7월/10월

비고 [Stage 2] [Stage 2]

Navitas - Curtin College Navitas - Curtin College

IELTS COM&IT 6.0(5.5All) Arch 6.0(6.0All)

GPA(내신) 졸업 & 내신 6등급 졸업 & 내신 6등급

Entry 2월/7월2월/6월/10월 2월/7월/10월

비고 [Stage 2] [Stage 2]

Navitas - Curtin College Navitas - Curtin College

IELTS Eng 6.0(6.0All) Health 6.5(6.0All)

GPA(내신) 졸업 & 내신 5등급 졸업 & 내신 5등급

Entry 2월/7월 2월/7월

비고 [Stage 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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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avitas - Deakin College Navitas - Deakin College

IELTS 5.5(5.0 in All)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 내신 5등급 졸업 & 내신 5등급

Entry 3월/6월/10월 3월/6월/10월

비고 * Dip. Media & Comms

Navitas - Griffith College Navitas - Griffith College

IELTS 5.5(5.0 in All) 6.5(6.0 in All)

GPA(내신) 졸업 & CSAT(국+영+수) 280+ 졸업 & CSAT(국+영+수) 280+

Entry 2월/6월/10월 2월/6월

비고 * Dip. Health Care

Navitas - UC College Navitas - UC College

IELTS 6 5.5

GPA(내신) 졸업 & 평균 C or CSAT 275 졸업 & 평균 C or CSAT 275

Entry 2월/6월/10월 2월/6월/10월

비고
Standard Course

Extended Course

* Dip. Science는 동일조건 입학만
상이 2월/7월

WSUIC WSUIC

IELTS Art 6.0(5.5 in All) BIZ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GPA2.2/4.0 or 55% or C
SAT 276+

졸업 GPA2.2/4.0 or 55% or CS
AT 276+

Entry 2월/6월/10월 2월/7월/10월

비고 Standard Course Standard Course

WSUIC WSUIC

IELTS Eng 6.0(5.5 in All) Info & Comm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GPA2.2/4.0 or 55% or C
SAT 276+

졸업 GPA2.2/4.0 or 55% or CS
AT 276+

Entry 2월/7월/10월 2월/6월/10월

비고 Standard Course Standard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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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WSUIC WSUIC

IELTS BIZ 6.0(5.5 in All) Eng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GPA2.5/4.0 or 58% or C
SAT 283+

졸업 GPA2.5/4.0 or 58% or CS
AT 283+

Entry 2월/7월/10월 2월/7월/10월

비고 Fast Track Fast Track

WSUIC

IELTS Info & Comm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GPA2.5/4.0 or 58% or C
SAT 283+

Entry 2월/6월/10월

비고 Fast Track

캐나다

Simon Fraser Uni – FIC Simon Fraser Uni – FIC

IELTS 6.0(5.5 in All) 6.0(5.5 in All)

GPA(내신)
졸업 & 주요 4과목 5.5등급

졸업 & 주요 4과목 5등급

(수학 3등급 이상 + 과학관련 1과
목 포함 필수)

Entry 1월/5월/9월 1월/5월/9월

비고
UTPStageⅡ UTP Stage Ⅱ-Comp.

Mixed Entry 5.5 (R & W 5.5 
/ S & L 5.0)

• Mixed Entry 5.5 (R & W 5.
5 / S & L 5.0)

Simon Fraser Uni – FIC U of Manitoba – ICM

IELTS 6.0(5.5 in All) 5.5(5.0 in All)

GPA(내신)
졸업 & 주요 4과목 3등급 (수학
3등급 이상 + 과학관련 2과목 포
함 필수)

졸업 & 주요 4과목 6등급

Entry 1월/5월/9월 1월/5월/9월

비고

UTP Stage Ⅱ- Engin./Envir
on.

UTPStageⅡ

• Mixed Entry 5.5 (R & W 5
.5 / S & L 5.0)

* Mixed Entry 5.0 (4.5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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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U of Manitoba – ICM

IELTS 5.5(5.0 in All)

GPA(내신)
고 3 졸업 & 주요 4과목 4등급 (수학, 과학, 물리학 5등급 이상
포함 필수)

Entry 1월/5월/9월

비고
UTP Stage Ⅱ-Engin.

* Mixed Entry 5.0(4.5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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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년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학년) 

- 파운데이션을 통한 진학

- 영국/네덜란드

영국 대학 1학년으로 다이렉트 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International Year1 과정을 추천합니다.  이들 과정에는 고등학
교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합니다. 

영국

King’s College London UCL – UPC

IELTS 5.5(5.5 R&W) 6.0(6.0 in All)

GPA(내신)
3.2/4.0

내신 70%이내(1~2등급)고교졸업장 + 내신 70%이내
(1~2등급 추천)

Entry 9월 9월

비고

대학자체 파운데이션 대학자체 파운데이션

7월 31일 마감
문과: Critical thinking시험
+Maths 시험+인터뷰

5월 전 마감

Chelsea (Astrum) University of Manchester

IELTS 5 5.5

GPA(내신) 4.5 내신 4등급

Entry 9월 9월/1월

비고 만19세까지만 지원 가능

INTO Exeter INTO City

IELTS 5.5 5.5

GPA(내신) 내신 5등급+수학 5등급 내신 5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CEG-On Campus London CEG-LSE Foundation

IELTS 5 5.5

GPA(내신) 내신 6등급 내신 2~3등급

Entry 9월/1월 9월

비고 검정고시△ 검정고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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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avitas UK University Navitas UK University

IELTS 5.5(5.5 in All) 5.0(4.5 in All)

GPA(내신) 내신 6등급 내신 7~8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비고 Brunel/Swansea 등 Portmouth 등

Kaplan Intl’ College Kings Education

IELTS 5 4.5

GPA(내신) 내신 4~6등급 내신 7~8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CATS College

IELTS 4.5

GPA(내신) 내신 7~8등급

Entry 9월/1월

네덜
란드

Amsterdam Foundation

IELTS 5

GPA(내신) 내신 4등급

Entry 9월/1월

비고 검정고시△/수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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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년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학년) 

- 디플로마를 통한 진학

- 영국

영국 대학 1학년으로 다이렉트 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International Year1 과정을 추천합니다.  이들 과정에는 고등학
교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합니다. 

영국

CEG-On Campus INTO-Exeter

IELTS 5.5(5.5 in All) 6

GPA(내신) 고졸 내신 4등급 고졸 내신 4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비고 검정고시는 4텀만 가능 수학요구조건

INTO-UEA/NCL INTO-GCU/LON/MMU/NCUK

IELTS 6 5

GPA(내신) 고졸 내신 4등급 대학 1년+GPA2.0+

Entry 9월/1월 9월/1월

비고 UEA: IELTS5.5/수학4

INTO-QUB Navitas-BCUIC/LBIC

IELTS 5.5 6.0(5.5 in All)

GPA(내신) 대학 1년+GPA2.0+ 고졸 내신 4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Navitas-CRIC/PUIC Navitas-HIC/ICWS

IELTS 5.5(5.5 in All) 5.5(5.5 in All)

GPA(내신) 고졸 내신 6등급 고졸 내신 8등급

Entry 9월/1월 9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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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년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2학년) 

⑴ 영국, 호주

다이렉트 입학
한국에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영국과 호주의 대학 1학년으로 다
이렉트 입학을 추천합니다. 대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대학 성적이 좋지 않거나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혹은 최상위권 명문대
로 재도전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앞서 열
거한 입학학교별 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디플로마
상위권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전공 무관)에게는 파운데이션보다는
International Year1 즉 디플로마를 추천합니다. 앞서 열거한 입학학교별
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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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미국

미국 대학들은 직접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 (입학, 편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
다. 성적이나 영어 조건을 맞출 수 없거나 상위권 명문대학으로의 최종 편입
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미국의 Pathway 과정인 “대학편입 프로그램
(University Transfer Program, UTP)”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같은 학년이라도 대학에 직접 입학하는 성적과 영어 조건은 패스웨이 과정에
서 요구하는 조건보다는 높으므로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들의 패스웨이 과정은 고교 내신 혹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대학 재학시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패스웨이의 10대 장점 (직접 입학과 비교)

① 패스웨이 입학조건 (영어, 내신)은 직접 입학조건보다 낮습니다.
② 필요시 어학연수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③ 패스웨이는 다양한 대학/지역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④ 패스웨이 전담 교사의 특별 케어를 받으며,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필요시 보충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동일한 캠퍼스 생활, 대학시설 이용을 합니다.
⑦ 타 대학 편입학시 패스웨이 전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과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⑧ 경우에 따라, 낮은 성적으로도 장학금을 받고 패스웨이 과정에 입할 할 수

있습니다.
⑨ 패스웨이 1학년이나 직접 입학 1학년이나 수료 조건은 동일합니다.
⑩ 패스웨이를 통해 편입학 했더라도 졸업장은 최종 졸업한 대학 명으로 수여

됩니다.



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