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학 입시 ●

유학반은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지로 사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비전은 예비 유학생들에게 해외 대학에 대한 유학정보는 물론 포
트폴리오 제작을 지도하고, 또 유학의 진행과정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일수록 사진학
과 입학을 위해 작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부터 작품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Artist statement 작성이나 입학동기, 또 추천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챙겨
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전 유학반은 유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철
저한 입학정보 분석으로부터 개인별로 차별화된 작품지도와 꼼꼼한 행정 서비스로 보다 편리한 
유학 준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유학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입학 상담 시부터 비전의 유학 프로그램은 작동합니다. 입학 시기
에 맞춰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기간과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며, 작품의 진행과정도 하나하나 챙
겨 나가는 것입니다. 타겟은 항상 유명 대학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전의 유학 프로그램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최적의 진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나이와 전공, 어학능력과 작품의 수준, 학
점 등에 따라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하며, 유학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여러분 편에서 도울 것
입니다.



유학담당 강사님들은 유학파와 국내 작가활동을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YU나 RIT, Brooks, 등을 졸업하셨고 유학 후에 현장이나 대학 강단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 모였습니다. 단순한 작품 지도를 넘어서 현지의 동향이나 진로 설계, 또 현지 대학에 대한 추
천서 작성에까지 한 차원 높은 유학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비전유학반 특징 >
● 최고의 전통과 최다 유학생 배출
유학사진 전문으로 국내 최고(28년)의 전통과 최다(100여명 이상)의 유학생(대학, 대학원)을 배
출하였으며, 본원 출신의 유학생들이 현재 세계 각국 유명대학에 유학중에 있습니다.

● 유학 전문 강사진
본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해외 유학 전담반의 강사진에 있습니다. 본원의 실기 강사진은 전원 
해외 유명대학 출신으로 현지의 커리큘럼에 정통한 분들이며, 그 나라의 문화와 각 대학을 올바
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 개인지도 방식



진로 방향에 따라 교수진이 구성되며, 전원 개인지도로 지도로 수업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초적인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유학 포트폴리오반에서 특성화되어지는데, 이 과
정에서 교수와 학생이 1:1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포트폴리오반에서는 작품의 기획과 촬영, 그리고 작품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유학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주기위하여 작품 
Description이나 Artist statement 작성 같은 것까지, 입학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유학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적절한 수강료
유학과정이라 하여 막막하고 불안하시나요? 그 불안한 마음에 수천만원대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유학준비를 하시나요? 경제적 여우가 있으신 분이라면 문제없겠지만 포트폴리오 준비와 유학수
속 정도를 위해 그런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일겁니다. 비전에서는 그 보다 
합리적인 수강료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예일대 영문과 출신으로
부터 Artist Statement에 대한 에디팅 지도까지 받아가며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 시 미국 현지 숙소까지 예약을 다해주는데도 저렴한 수강료를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 100%합격 100%유학



어려운 시절은 지났습니다. 비전의 유학출신 전문가와 뛰어난 포트폴리오 지도능력, 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명문대 출신의 전문 에디팅 강사, 미국 현지 부동산 중계사들이 함께 여러
분들의 유학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학 준비생들 100% 모두가 유학에 성공하였으며, 앞
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비전의 유학생 명단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 비전유학 도우미 >
유학반은 작품의 포트폴리오 작업과 함께 진행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플성적이나 포트폴리오 제작 이외에도 많은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성적 증명서 발급
부터 추천서 작성이나 'artist statement', 또 대학원 진학목적에 대한 진술서작성까지 필요한 것
이 한 둘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소한 듯 보이는 이들 서류의 준비여하에 따라 입학허가에 결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혼자하기에는 아주 
정교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보면 주로 토플성적이나 작품준비에는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이 부분은 건
성으로 처리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는 이런 페이퍼 작업에도 공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비전 유학도우미가 이런 일을 도와줍니다. 생색나고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지



유학 과정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학준
비에 신경쓰다보면 정해진 일정 속에 정교한 플랜을 세워야 하며, 준비된 일정을 나날이 소화하
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비전의 유학담당 강사진들은 각자의 몸에 베인 실전 경험을 중심으로 유학 준비기간에 해
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가이드 해 주십니다.

1. 작품제작 
2. 지원학교의 선정 및 상담 
3. 제출 작품 선정 작업(지도교수 책임) 
4. 작품 최종심사 및 지원 제출 작품 결정 작품 × 지원학교 = 제작매수 
5.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Essay, Statement of Purpose) 
6. 지원 전공 관련 교수 추천서 
7. Resume작성 
8. 지원 학교별 Application작성 
9. Portfolio Description / Statement 작성 
10.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방법 연구 
11. 포트폴리오 CD작업 - 디렉터, 프리미어 작업 
12. 유학준비 Check List 및 일정관리 



< 유학 준비 >





시 주요 평가항목



유학의 점검사항





< 미국 명문대학 입학방법 >

1. 토플성적과 좋은 포트폴리오
명문대학으로 유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토

플(TOEFL iBT) 성적과 작품 포트폴리오(Portfolio)가 그 중심입니다. 대학에서는 토플 성적도 좋
고 작품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관
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
다. 토플은 토플대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제대로 준비할 수 가 있고 작품은 작품대로 충분
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급한 마음에 급히 서두른다면 토
플이든 작품이든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내기 힘이 듭니다. 짧은 기한 내에 모든 것을 마치다보면 
대체로 토플공부나 작품 어느 하나에 치우쳐 다른 것은 소홀히 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면서도 그 공부가 작품 하는데 짐이 되지 않아야 되고, 포트폴리오 제작이 또
한 토플준비에 짐이 되지 않아야 성공하기 쉽습니다. 



2. 입학
성적에 자신이 없거나 포트폴리오만 끝내고 급히 유학가는 분들은 어학연수를 권합니다.

토플성적은 어차피 영어 능력검정시험의 일종인데, 이를 대신하는 것이 어학과정입니다. 어학과
정에 들어가는데 따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학과정에서 일정 레벨이상을 마치면 영어능력
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토플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으로 공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좋은 점의 또 하나는 토플성적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라도 그 학교에 와서 영어 능력
시험을 다시보고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는 그 대학의 어학과정을 다시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테스트에 통과할 확률이 20%도 안 되는 테스트라면 토플 시험을 보지 않
고 어학과정을 통해 입학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
학과정은 ELS처럼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인정
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입학할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Strong Portfolio 준비
포트폴리오가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국민도 아니고 외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학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대단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원서 제출 시에 제출한 작품을 심사한 후 뛰어난 작품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그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몇 안 되는 장학금 가운데 가장 
도전해 볼만한 분야인데, 본원 출신의 입학생들 중에 포트폴리오가 강한 학생들의 경우 이 장학
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 유학 목적에 따른 전략 >
1.상담

 



2. 전략수립



3. 과정선택



4. 개인별 전략수립



< 유학 – Summer Program >



< 유학 – Activity Program >

Extracurricular 사진은 특별하고 재미있으며, 무엇보다도 응용의 범위가 매우 넓어 자신의 재
능과 창의적인 발상을 다양한 사진 활동으로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Ivy League 같은 미국 유명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진을 특별 과외활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는 GPA, SAT외에 Extracurricular Activity 가 적극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선택은 입시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과외 활동은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얼마나 
전문적인가, 또 얼마나 뛰어난가 등이 그 평가기준입니다. 결국 한정된 시간과 노력 안에서 최대
한의 성과를 내어 나를 다른 지원자들보다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과외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
다. 사진의 가장 큰 매력은 배우기 쉽고 재밌고 창의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학
생들은 음악, 운동, 미술 등의 과외활동을 하기에, 사진은 특별하며 희소성이 높은 매체입니다. 또
한 사진은 그 영역과 응용범위가 넓어 학생의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함으로 사진 특별 활동의 가치를 입증한 비전사진학원 유학팀의 입시 프로그램을 소
개합니다. 



활동 
Activity 꾸준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일회적이나 단기간의 활동보다는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진화시켜나가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단순히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 눈에 띄는 자신만의 활동이 중요한데, 가급적 흥미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통해 어떻게 주변에 기여할지, 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를 생각한다면, 사진 

활동은 보람과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Activity가 될 것입니다 



 

능력 
꽃은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방면의 뛰어난 실적도 좋고, 깊이 있는 포트폴리오도 

좋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능력 있는 학생들은 많은 분야에서 두루 좋은 성과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학생은 여러 
분야보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깊이 있게 집중하여, 그 분야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일이 많습니다. 
1분 이내에 자신을 뚜렷이 정의할 수 있는 분명한 활동, 가능한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해 나간다면 대학에서 원하는 특별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은 100% 
합격을 이뤄낸 비전의 유학사진 프로그램입니다. 

Activity Program
Program 시간 이벤트

2Ti/W. 2H/E
정규 이론 및 실기
(주중 or 주말선택)중급사진 2Ti/W. 2H/E

사진 표현법 1Ti/W. 3H/E
각종 주제 표현기법
(주중 or 주말선택)

Studio Lighting 1Ti/W. 3H/E 소형, 대형 사용법

창작 사진 포트폴리오 1~2Ti/W. 2~3H/E (주중 or 주말선택)

Photo COntest Option1Time/W. 2~3H/E 공모전 시즌별 비정규수업

Activity Program 기획   과외 활동에 대한 기획

Activity Program 1

별도 문의 별도 문의
Activity Program 2

Activity Program 3

교내 Activity Program

Special Program 별도 문의 별도 문의



Ivy Program

Ivy League

Harva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inston University

Brown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Yale University

Dartmouth University

Top 10
Duke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주립 명문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University of Texas Austin 



Entrance Evaluation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들의 ‘입학전형비율’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SAT25%, GPA 25%, Activity25%, 
Recommendation10%, Essay10%, Other 5%의 비율로 평가 합니다. 이 전형비율을 보면 SAT나 
GPA의 비율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따라서 Activity나 Essay, 추천서 같은 것이 합격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학 평가 항목별 분석 

분야 반영비율 100% ordinary good excellent 
SAT 25% 1800~1900 2000~2100 2200~2400 

GPA 25% 3.5~3.7 3.9~4.1 4.2~4.5 

Activity 25% intro intermediate advanced 

Essay 10% normal impressive very impressive 

Recommendation 10% 5~6 7~8 9~10 

Other 5% entrance profile, donation, legacy ... etc. 



Activity 중요성
대학 입학 관련 사이트를 보면 SAT성적 못지않게 Extracurricular Activity부분도 매우` 중요

하게 평가한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하버드 대학의 설명은 Activity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매우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 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

출처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0, 2009, 홈 페이지



 < Extracurricular Activity >
Extracurricular Activity 활동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즉 Student Government, Club, Arts, Sports Activities이며, 각 범주 안에서 더욱 다양
한 활동이 전개되어집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소질과 흥미에 따라 활동을 선택합니다. 학생
회 임원으로 또는 학교의 풋볼 선수, 학교 신문사의 기자 등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떤 활동이 대학입시에 유리
하다고 자신의 분명한 소신 없이 막연히 따라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는 그 활동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탑 컬러지에 입학하려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면 
이런 대학들은 특별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개성 있는 학생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진 Activity는 기간, 재미, 성과 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활동입니다. 첫째, 사진은 비교적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술 분야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짧은 기
간에 입문할 수 있고, 따라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습니다. 둘째, 사
진은 배우며 재미가 있고, 창작을 하며 즐길 수 있어서 학생이 지속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
습니다. 셋째, 활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에, 사진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성
과(전시회, 수상 실적 등)를 낼 수 있습니다.

 



사진 Activity 기간별 성취 그래프

비롯한 명문대학 입학평가에 25%나 반영되는 Activity를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전체적인 고득점 평가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명문대 지원자들은 기본적으로 SAT와 
GPA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매년 2,000명 이상의 고등학교 수석졸업생이 탈락하
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오히려 SAT와 GPA에서 불리한 성적임에도 좋은 Activity와 남다른 
Essay로 남들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모습을 어필하여 합격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Activity 교육기관 

Activity는 타 활동(음악, 스포츠 등)에 비해 기간비례 성취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효
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미국 대학입시를 정확히 알고 확실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서 지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Activity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전문가들은 학생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들은 사진Activity가 advanced한 조건이 되는 요소
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비전은 사진 입시와 사진 Activity의 노하우를 정확히 알고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입시생, 유학생을 배출함으로 저희가 사진입시 전
문교육기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법 - 비전이 이 문제를 전문적
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것은 ‘남보다 먼저 그 세계를 개척한 리더가 된
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보다 앞서가는 리더의 세계이기에 이런 활동을 한 학생들은 아이
비리그와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사진학원의 우선 전략은 대학입시
에 엄청난 잠재력(25%)을 가진 Extra Activity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
들의Essay성적(10%)을 높여 미국 탑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 이것은 저희의 특별 전략입니다. 따
라서 비전의 Activity 프로그램 외에 Essay Editing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니, 그 취지를 이해하시
고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 – 사진학과 과정 >
해외 사진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사진교육과정으로 주로 미국 대학을 비롯하여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 대학입학, 편입학, 대학원입학 과정 



사진유학 과정 
Track 1과 Track 2를 동시 진행 

Track1 : 유학에 필요한 대학 선택과 제반 준비사항 진행

Track2 : 포트폴리오 제작에 필요한 사진교육과정 



사진전공 진학 美 명문대학

Ivy League 

Harvard University Brown University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Cornell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Princeton University 

유명대학

Duke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NYU University of Texas 

Syracuse University Missouri University 

Arizona University Savannah University 

 Amherst Northwestern 

Art School

RISD Pratt Institute 

Chicago Art Institute Art Center 

SVA Parsons 

SFAI CCA 



원서전형 주요일정 

봄 학기 정시 
deadline for all spring October 1 ~ November 1 

가을 학기 수시 
early action for fall November 1 ~ December 1 

가을 학기 정시 
deadline for all fall January 1 ~ February 1 

대학 입학 준비조건 
  

대학 입학조건 중,고 
 평균성적 Toefl SAT 포트폴리오 

Ivy League
고졸이상

4.0 이상 100이상 필요
(성적문의) 

필요유명대학 3.5~4.2 이상 90~100 이상 필요
(성적문의) 

Art School 2.2~3.0 이상 80 이상 불필요 



대학입학 준비에 필요한 서류 
Item Freshmen 

 Applicants 
Transfer

 Applicants 
International
 Freshmen 

International
 Transfer

Application o o o o
Application Fee o o o o

Portfolio or Essay o o o o
 Statement of intent o o o o

High School 
Transcripts o see item o see item 

College Transcripts - o - o
SAT/ACT o - optional -

Honors Program 
 Application and Essay optional - optional -

Scholarship Materials see item see item see item see item 
Copy of Permanent 

 Resident Card o o - -

TOEFL/IELT + + o o
Verification of 

Finances - - o o



< 유학 – Essay Editing >
‘ 에세이는 합격 에세이. 

단순 Essay Editing에서 Essay Consulting으로 진화’
대학입시에서 에세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에세이를 통해 학생의 내면을 들여다 보려하고 학생의 잠재된 창의성과 
가능성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에세이는 대학에 보여주는 여러분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진면목을 짧은 글을 통해 가장 멋있고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생보다 경험이 많고 뛰어난 안목을 지닌 전문가와 의논하며 조언을 받아, 매우 인상 깊은 에세이를 
만들어 낸다면 대학 합격의 가능성은 몇 배로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 비전 에세이 컨설팅에서는 지원 학생과의 긴밀한 멘토링을 통해 학생이 가진 가장 강한 면모와 
잠재된 가능성을 끌어내어 남다른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을 분석
하여 그 학교가 원하는 인간상과 학풍 등을 고려하여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한편, 같은 말도 똑
똑한 사람이 더욱 명확하고, 격조 있고, 세련되게 말하듯이 에세이도 그러한 포장 기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는 에세이 지도는 단순 영문번역 같은 기술적 Editing이 아닙니다. 저희는 학생의 
안목을 높이고 창의성을 키워 그의 사고와 글을 고차원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컨설팅을 추구합니다. 



Essay Editor 
Essay Consulting은 Yale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한국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변호

사이자 다년간의 유학에세이 지도를 하며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시켜 온 수준 높은 에
세이 전문 Editor, Allison이 직접 진행합니다. 엘리슨은 예일대 영문학 전공으로 타고난 창의적 글 솜
씨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오랜 변호사 활동으로 합리적이고 절제된 글쓰기 실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무슨 일이든 한번 잡으면 무한 열정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전문가이기에 
이런 그녀의 진가를 아는 지인들의 자녀들 대입 관련 멘토링과 컨설팅 건으로 부탁에 부탁이 이어지는 
분입니다. 
비전 에세이 컨설팅을 이끌 초대 에디터로 엘리슨을 모시게 되어 저희 비전은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엘리슨의 탄탄한 글쓰기 실력이나 명석하고 해박한 그녀의 지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의 최대
의 장점은 엘리슨이 한국과 미국을 모두 잘 아는 이중문화의 이해자이며 이중 언어에 능하다는 것입니
다. 영어로 글쓰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국의 실정과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에세
이에 그 내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원어민 강사의 한계입니다. 다행이도 엘리슨
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넘나들며 실전에서 자신이 보고 느끼며 몸으로 체감한 당사자이기에 한국 지
원자의 언어와 생각을 에세이에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학생을 사랑하
고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교육 철학은 바로 비전의 철학과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
유에서 저희 비전의 에세이 에디터의 적임자로 엘리슨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Allison Heo 

 

EDUCATION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Washington DC, 
 September 1991-May 1994 
 Juris Doctor, May 1994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September 1986-May 1990 
 Bachelor of Arts, May 1990 
 Magna Cum Laude 
 Distinction in Major, English 

 North Garland High School, Garland, TX, 
 August 1982-June 1986 
 Co-Valedictorian,June 1986 
 National Merit Scholar 



EXPERIENCE 

 College Consultant/Tutor, Dallas, Texas, September 2010-present 
 College/Scholarship/Job Applications, Essay Writing, Art Portfolio Description/
 Artist Statement, School Subjects, SAT/ACT/TOEFL, College/Major/Career Counseling,
 Interview Preparation 

 WampT.com, Dallas, Texas, May 2009-October 2009 
 T-shirt Design Company Co-Founder, CEO and President 

 Haynes and Boone, Dallas, Texas, September 2005-November 2008
 Law Firm 
 Corporate and Securities Section 
 Associate 

 Morgan Stanley, Hong Kong, July 2000-December 2002 
 Investment Bank
 Law Division - Institutional Equity Division, Fixed Income Division, 
 Private Wealth Management 
 In-House Counsel 

 Clifford Chance, Hong Kong, April 1999-June 2000 
 Law Firm 
 Corporate, Securities &Financial Markets Department - Derivatives Group 

 Associate Allen &Overy, Hong Kong, July 1997-February 1999 
 Law Fir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Department - Korea Practice Group, 
 Derivatives Group Associate 

 Shin &Kim, Seoul, Korea, October 1994-June 1997 
 Law Firm 
 Banking &Securities Department 
 Associat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January 1993-May 1993 
 Commercial Litigation - Customs Duty and Anti-dumping Division 
 Intern



 Debevoise &Plimpton, Washington DC, Summer 1993 
 Law Firm Securities Department Summer Intern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Washington DC,Summer 1992 
 Research Assistant

 Ministry of Finance &Economy, Seoul, Korea, September 1990-June 1991 
 Bilateral Trad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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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TTANCE RESULTS 

Undergraduate

Harvard University (Korea International School), Yale University (Korea International School/North Garland High School),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Allen High School), Carnegie Mellon University (Prestonwood Christian Academy, Plano West High School), Emory 
University (Prestonwood Christian Academy), Emory University - Oxford College (Prestonwood Christian Academy, Plano West High School), 
New York University (Plano West High School), University of Texas-Austin (Plano East High School, Plano West High School, Plano East 
High School, Allen High School, Centennial High School), Rice University (North Garland High School),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tonwood Christian Academy, Centennial High School), Boston University (Plano West High School), University of Michigan (Plano West 
High Schoo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tonwood Christian Academy), Philadelphia University Accelerated Physician Assistant 
Program (Plano East High School) 

Graduate

The Wharton School (Cambridge University),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Cambridg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Kore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Yal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Yale Universit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Dedman College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Other: Phillips Exeter Academy Summer School (The Cambridge School of Dallas), Seton Hall University Golf Scholarship (Hebron High 
School),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Honors Program Full Scholarship (Plano East High School) 



Essay Consulting-풀 패키지 서비스 

1 . 고객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1 인터뷰에서 학생의 인적사항, 성격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학생의 장점과 주요 경력 등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격과 능력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바
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위한 디렉터와의 직접 인터뷰를 진행시켜 가장 최적의 
멘토링을 하도록 합니다. 

2단계. 유학 컨설팅 
1~2차 인터뷰를 통해 멘토링은 학생의 지원 대학에 따라 에세이 작성의 전략을 구상하고, 학생의 
경력과 개인적인 장점을 매칭시키는 연구를 합니다. 이 과정은 1:1 인터뷰와 튜터링으로 진행되며, 
저희 에세이 대표 컨설턴트인 엘리슨 디렉트가 직접 담당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엘리슨은 
Yale 대학 출신이자 로펌 출신의 전직 변호사입니다. 이 분은 다년간 에세이 지도를 전문적으로 수
행하며 한국의 유수의 외고 출신들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시켜온 수준 높은 전문가입니다. 

3단계. 에세이 토픽연구 
사전에 진행된 지원자의 정보수집과 지원자와의 집중적인 인터뷰를 통해 에세이 토픽에 대한 자료
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주제가 참신하고 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학생과 
디렉터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논하며, 최적의 에세이 아이디어를 찾아갑니다. 



4 . 에세이 Writing 
저희 에세이 컨설턴트와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본격적인 에세이 작성을 진행합니다. 학생

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에세이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되 학생 자신의 목소리가 분
명히 담기도록 지도합니다. 글의 내용과 문체에서도 학생의 느낌을 가능한 그대로 자연스레 살려 
나아갑니다. 

5단계. 에세이 Editing 
에세이의 가장 중요한 Quality를 위해 에세이 스토리 라인 같은 내용에 대한 편집지도와 문법이나 
스펠링처럼 기술적인 교정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내용을 보다 논
리적이고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단락의 구성을 재배치시키고, 문법적으로도 구문(Sentence 
Structure)이나 문법(Grammar), 단락 구성 등에서 완벽하도록 기술적인 교정을 진행합니다. 즉, 글
의 내용은 논리적이며 문체는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도록 지도합니다.

6단계. 최종 검토 
에세이 에디팅을 통해 이루어진 최종 에세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지원자와 디렉터가 
함께 만족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새로 첨삭해야 할 사항이 
생기거나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은 이점을 컨설턴트와 의논하여 추후의 에세이 수정과정에
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패키지 프로세스 

• 1. : 학생의 인적사항 및 경력에 대한 배경 파악 
• 2. 에세이 개요 : 에세이의 의미와 내용, 전략 등에 대한 설명 
• 3. 에세이 가이드라인 : 에세이 작성법 지도 
• 4. 에세이 토픽 발굴 
• 5. 초안 작성 
• 6. 맞춤형 스토리 라인 구성 
• 7. 에세이 작성 
• 8. 에세이 Editing 
• 9. 점검 및 협의 
• 10. 검토 후 확정 
• 11. 추가 수정 제안 
• 12. 에세이 교정 반영 
• 13. 최종 검토 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