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이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TOEFL 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나요? 

SSAT 점수 또한 필수로 요구하나요?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게 TOEFL 과 SSAT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11학년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SSAT 대신에 PSAT, 혹은 SAT 점수를 제출해도 됩니다.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최소 3년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공부해왔다면, SSAT 점수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TOEFL 점수도 같이 보내는 것을 여전히 

추천합니다. 
     

 테이버는 2월에 입학이 가능한가요? 12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만 가능한가요? 학년을 반복해도 

되나요?  
     

저희는 2월에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입학원서 마감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12학년 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며, 거의 모든 학생들이 9학년이나 10학년, 적지만 11학년까지도 지원합니다. 학년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졸업할 때 20세가 되지 않도록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길 권합니다.  
     

 테이버에 입학하기 위한 최소 TOEFL 과 SSAT 점수는 무엇인가요? 
     

TOEFL 점수는 국적마다 다르지만 80점 이상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새로 입학한 국제학생들의 TOEFL 

평균점수는 104점 입니다. 당연히, 10학년과 11학년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9학년 지원자들의 TOEFL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합니다. 또한, SSAT 수학부분의 점수는 80%이상의 점수를 요구합니다.  현재 학생의 

영어과목점수, 영어 선생님으로 부터의 추천서, SSAT Verbal 점수, 그리고 인터뷰 사항들은 모두 학생의 영어실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테이버 아카데미는 ESL 과정을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국제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같은 

보통영어과목들 수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만나 영어쓰기에 관한 도움을 

받게되는 ELS (English Language Support) 과정을 필요에 따라 수강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버가 해외 인터뷰를 제공하기도 하나요? 
     

우리 입학사정관들과 국제학생  담당선생님들은 여름과 가을에 유럳, 아시아, 그리고 대서양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일정들은 학교 홈페이지, www.taboracademy.org, 를 방문하셔서 Admission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교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시지 못하신다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kype를 사용하여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지원자 중 중국 본토에서 지원하시는 지원자들은 테이버 원서를 

진행하시기 전에 예비 인터뷰 과정인 Vericant (www.vericant.com)  를 통해 인터뷰 과정를 마치시고, 100점 

이상의 TOEFL점수를 Tabor application 과정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버 발행 I-20 형식이 주한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꼭 필요한가요?  
       

네. 매년 50명의 새로운 국제 학생들이 4월에 등록을 한 후에 학교에 재정증명서와 여권복사본을 보내주면 학교에서 

I-20 를 발행해줍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지만, 방학동안 다시 해외에 있는 집에 돌아간다면 테이버는 

그 학생을 국제학생으로 분류합니다. 
       

 테이버는 각 나라마다 학생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나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과 가족분들께서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몰려다니게되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도 있다며 염려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 나라에서 많게는 10 명 정도의 학생들을 받고 있지만 매년 수많은 뛰어난 한국 학생들이 지원하여 

현재 20 명의 한국 학생들이 재학 중 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는 10명에 제한을 

둔다는 가이드 라인 아래 입학을 진행합니다.  
       

 테이버는 국제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 (financial aid) 을 하고 있나요?  
     

때때로 국제 학생들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미국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원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모든 

국제학생들의 요청을 수령 할 수 없다는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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