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2018 가을학기 입학전형 FAQs
Q1.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를 졸업해도 동일한 미국 학위를 받게 되나요?
- 네. FIT 뉴욕캠퍼스의 교수진에 의해, FIT NYC 와 동일한 커리큘럼이 제공되므로 학위 역시 FIT NYC 와 동일한
학위가 수여됩니다.
Q2.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는 2 년제 과정인가요?
- FIT 송도캠퍼스는 현재 2 년제 준학사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준학사 취득 후 미국 뉴욕 또는 이탈리아
캠퍼스에서 2 년을 수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Q3. 입학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합니다. (http://www.sunykorea.ac.kr)
- 필수제출서류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해당자), 에세이 (자기소개서 최대 750 단어),
공인영어성적 (TOEFL IBT 80 / IELTS 6.5 / PTE 53 이상 - 중 택일) 입니다.
- 패션디자인학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공인영어성적의 면제대상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은 지원시점으로부터 2 년입니다.
- 공인영어성적은 영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고등학교 (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고등학교 혹은
영어 사용 국제학교)를 4 년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면제가능합니다 (ESL 제외). 단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성적증명서는 어떤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온라인 지원서에 영문 성적표 스캔본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영문성적표 한 부를 학교직인을 찍어 봉인 후 FIT 뉴욕의 Admissions office 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에 찍힌 보낸날짜 기준 지원마감일 이전)
1) 한국 고등학교 성적표 소지자
2)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고등학교 성적표 소지자
- 그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Naces(www.naces.org)에 속한 학력인증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관을
통한 성적인증을 통해 FIT 뉴욕의 Admissions office 로 영문성적표를 보내셔야 합니다.
- FIT NYC 입학처 주소: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Office of Admissions, Room C139
227 W. 27th St. New York City 10001-5992
Q6. 공인영어성적이 없다면, 조건부 입학도 가능한가요?
- FIT 에는 조건부 입학제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입학전형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Q7. SAT /ACT 점수도 제출해야 하나요?
- SAT 또는 ACT 성적은 입학 사정 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SAT 또는 ACT 성적 제출자는 입학 후 FIT
송도캠퍼스에서 응시하는 영어 및 수학 배치고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고사 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SUNY Korea 코드로 성적을 리포팅하셔야 합니다. * SUNY Korea code: SAT 7442 / ACT 7029

Q8.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대체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의 공식 GED (General Equivalency Diploma /
고졸학력인증서 / 영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9. 포트폴리오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 패션디자인학과만 해당됩니다. 패션경영학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 온라인 원서접수 완료 후, 개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SlideRoom 이라는 링크를 통해 본인의 작품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포트폴리오는 예술적인 감각, 창의성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가이드라인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fitnyc.edu/admissions/apply/portfolio)
Q10. 2018 년 가을학기 지원 마감일과 결과통보일은 언제인가요?
- 장학금 지원마감일은 2017 년 12 월 31 일(2 월 중순경 결과통보)이며 일반전형 마감일은 2018 년 2 월
1 일(4 월초 결과통보)입니다. 각 마감일까지 필수제출서류는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Q11. 학교 기숙사는 선택사항인가요?
- 2 년간 기숙사 생활은 필수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강조하는 레지덴셜
칼리지 (RC: Residential College)가 특징이자 자랑거리입니다. 학생들은 RC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수업, 커리어
개발, 교내외 봉사활동, 그리고 명사초청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 등의 제한된 사유에 한해 기숙사 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12.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 등록금은 SUNY Korea Rate 으로 2017-2018 학년도 기준 연간 $21,500 입니다.
Q13. 장학금 및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입학 심사와 함께 진행되며 신입생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입학지원을 완료해야합니다.
-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총장장학금, Grand 장학금, Prestige 장학금, Encouragement Award, 그리고 재정보조가
있습니다. 각 학과당 약 두세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됩니다.
Q14.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전공미정이거나 복수전공으로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Q15.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 패션디자인학과는 단계별 필수 선이수 수업들이 있어 2 학년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 패션경영학과는 학생의 이전 대학 이수 과목 및 편입학기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개설 과목 종류에 따라
편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전 대학성적표 제출 후, 편입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입학문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팀 / fit@sunykorea.ac.kr / 82-32-626-1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