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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서 작성 시 이런 실수 하면 떨어진다 졸업 후 고소득 전공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a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다. 원서 작성이다. 

원서는 입학 사정관과 학생이 만나는 최일선의 접점

이다. 입학 사정관들은 거의 지원학생들을 만나지 못

하고 원서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원

서는 정말 중요하다. 

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원서 작성 전 작성 요령을 자세히 숙지한다. 

각 대학 어드미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항목별로 

지원서를 어떻게 작성할 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런데 많은 학생들은 이런 설명을 읽기 싫어한다. 작성 

전 먼저 한 번 읽어보고 시작해야 한다. 대학 입학 사

정관들은 결코 너그럽지 않다.

2.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라.

이름, 생년월일, 학교 이름 등 개인 정보는 정확히 기

입해야 한다. 심지어 이름 스펠링이나 학교 스펠링을 

틀리기도 한다. 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공식 영문 이

름으로 기입한다.

3. 카운슬러와 상의해야 한다.

대학 지원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카운슬러 역할은 

대단히 크다. 학교 카운슬러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 

즉 학교 성적표나 School report 등을 보내주지 않으

면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카운슬러에게 반드시 알리고 도

움을 청해야 한다. 항상 카운슬러와 연락을 주고받으

며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챙기도록 한다.

4. 에세이에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에세이는 미국 대학 진학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Common App 공통 원서 에세이는 글자 

수를 650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고액연봉을 받는 전공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 계열이다. 석유공학, 컴퓨

터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핵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공학/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수학

과 물리학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계열 전공 이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공은 없을까? 

Computer Science, Nursing, Applied Math, Phys-

ics, Math Computer Science, Management Infor-

mation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Com-

puter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등은 비엔

지니어링 계열로 졸업 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

공들이다.

미국에서 연간 배출되는 컴퓨터 사이언스(Com-

puter Science) 전공자는 2만여 명이다. 이들의 첫 연

봉은 $53,834이고 중견 연봉은 $94,530이다. 응용

수학(Applied Math) 전공자는 연간 3,000여 명이 

배출된다. 초봉 평균은 $52,199이고, 중견 연봉은 

$101,857로 매우 높다. 응용수학의 상위 랭킹은 하

버드 등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

입정보업체‘Collegefactual’이 선정한 주립대학의 

응용 수학 랭킹 1-5위는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은 소

재지이다.

1위: 스토니브룩(Stony Brook, NY)

2위: UC버클리(Berkeley, CA)

3위: 일리노이 공대(Chicago, IL) 

4위: UCLA(LA, CA)

5위: 조지아텍(Atlanta, GA)

수학이 재미있는 학생들은 응용수학을 통해서 자

신의 진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에세이를 대필하고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도

덕적 해이는 곧 탈락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학에서나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다.

5. 불문명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요즘 학생들은 이상한 약어와 문자를 쓰기 좋아한

다. 친구들끼지 주고 받는 메일에서나 쓸 문자들을 원

서에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Full로 표기해야 한다.

6.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은 안 하니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

하다. 공통 원서는 중요한 것 10개를 쓰도록 한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을 쓰지 않고 숫자만 채우려 든다. 자

잘한 것 열 개보다 중요한 것 2-3개가 더 효과가 크

다. 의미가 없는 것은 resume에서 과감하게 빼라.

7. 기본 사항을 정확히 명기하라.

학교와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확인 또 확인을 하라. 가

능하면 이메일은 남이 알아보기 쉬운 것으로 하라. 숫

자1과 알파펫 ㅣ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입시용으로 간단하고 정확한 이메일을 만들어라. evil

등 장난기 있는 아이디는 피하도록 한다.

8. 철자법과 문법은 틀리면 안 된다.

철자법이나 문법이 틀리면 우선 매우 인상이 나빠

진다. 사소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당락을 결

정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에세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9. 에세이를 대학교 이름 바꿔 보내면 안 된다.

치명적인 실수다. 이런 실수는 공통 에세이가 아닌 

Supplement 에세이에서 발생을 한다.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부가에세이가 있다.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

는 이런 실수를 범한다. 하버드 대학에 갈 에세이를 

예일에 보냈다면 이것은 곧 탈락을 뜻한다. 적지 않

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범한다. 한 개의 에세이를 

써서 여러 대학에 보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10. 원서 작성이 끝났다고 곧바로 보내지 마라.

원서 작성 작업은 참으로 길고 힘든 작업이다. 원서

의 칸을 메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

스가 정말 힘들다. 학교에서 계속 메일이 날라오고 거

기에 맞춰 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학생들은 고생스

럽게 원서를 썼다고 곧바로 submit를 눌러 버린다. 곧

바로 제출해 놓고“끝났다”고 안심을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원서를 작성한 뒤 검

토에 검토를 반복해야 한다.

교육

▲ 응용수학은 고소득 직종이다. 사진=shutterstock

▲ 대입 원서는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