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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링크 >> https://graduateschool.stonybrook.edu/apply/%20%20

링크 접속 후, Create an account 클릭

정보 입력 후, Continue 클릭

https://graduateschool.stonybrook.edu/apply/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 Temporary PIN을 입력
생년월일 입력 후, Login 클릭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고, Set Password 클릭
(비밀번호는 대문자, 숫자 포함하여 최소 12자로 설정)

등록한 메일주소와 비밀번호로 추후에 온라인 접수사이트 로그인/아웃 가능



Start New Application 클릭

Graduate Application 선택 후, Create Application 클릭



성명은 본인의 여권명과 동일하게 기입

본인의 주소지를 영문으로 기입

미국에 거주/미국 고등학교 재학
하신 적이 있을 경우 Yes, 없을 경우, No

국가번호를 포함하여 연락처 기입
예) +82-10-1234-5678

본인의 기본 정보를 모두 기입 후 다음 단계로



Visa Type은 F-1 으로 선택 (중요)



예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International / Spring 2021 / Masters / MSTM-Korea Sutra / Full Time 
를 선택

알게 된 경로는 자율적으로 선택



클릭

Institution에 본인의 출신대학명을 검색하여 선택
CEEB는 자동 입력됨 / Dates Attended, Level of Study 정보 입력
(참고- Undergraduate: ‘대학교 졸업＇ 의미 / Graduate: ‘대학원 졸업’ 의미)

대학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Organization Unknown 선택
CEEB는 999999로 자동 입력됨 / Dates Attended, Level of Study 정보 입력



졸업증명서 참고하여, 정확한 영문학위명 입력
선택란에 본인의 학위명이 없을 시, 가장 유사한 것으로 선택

본인의 학과, 학점 정보 등 기입 후 Save



영문 성적증명서 업로드 후 Save



클릭

경력사항 입력 후 Save 클릭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재



언어시험 점수가 있는 경우 입력 후 Save
(해당 페이지에는 토익은 입력사항 없으나, aSSIST 입학생의 경우,
토익도 인정이 되므로, 토익 성적표를 미국으로 우편 발송 예정)

클릭



해당 사항이 있으면 Yes 선택
(Yes 선택 시, 토플/아이엘츠 영어점수 제출이 필요 없음,
해당 사항이 없어, No 선택하더라도 aSSIST 입학생의 경우, 
토익도 인정이 되므로, 토익 성적표를 미국으로 우편 발송 예정) 

= 수업의 주요 언어가 영어인 기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까?

= 수업의 주요 언어가 영어인 기관에서 수업의 어시스턴트로서 일한 적 있습니까?



예시와 같이 모두 No 선택 후 Continue 클릭
(Yes/No 이외 질문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됨)



학업계획서 업로드(필수)
(aSSIST 원서 제출시 작성했던 학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클릭

모든 정보 입력 후 클릭

To be mailed by the recommender 선택

(aSSIST로 제출한 하드카피 추천서를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추천인은 세 명이 필요
Add Recommender로 세 명 까지 등록 할 것

<추천서 3부 원본으로 aSSIST에 서류 제출한 경우 >



클릭

본인의 추천서를 작성해줄 추천인의 이름과 정보를 입력
(추천인 이메일주소는 추천인의 회사/기관용 메일을 기재)

입력한 추천인의 메일주소로 ‘Recommendation Request form’
제목의 메일이 전달됨

(추천인은 위 메일을 확인하여,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 정보를
입력 하고, 추천서를 업로드 하여 전송)

모든 정보 입력 후 클릭

추천인은 세 명이 필요
Add Recommender로 세 명 까지 등록 할 것

To be submitted electronically by the recommender 선택

<추천서 3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 시 >



모두 I Agree 선택 후 Continue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Continue 클릭



주황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Optional 이므로 문제 없음
(필수항목이 누락된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뜸)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Finalize Application and Pay 클릭하여
Application Fee 결제창으로 이동



결제 진행 (환불되지 않음)
전형료 $100을 납부 후, 전형료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PDF 또는 캡쳐 하여 저장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