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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EO OF ACT

JON WHITMORE
CEO ACT, Inc.

STUDENTS, PARENTS, AND FRIENDS,
The ACT mission has always been to help people achieve their education and career
goals. Our international organization enables us to build on the services we have
developed over the past five-and–a-half decades and to extend them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
The ACT wholly-owned subsidiary ACT Education Solutions, Limited(AES) is headquartered
in Hong Kong. The company’s head office is in Sydney, Australia, and focuses on helping
students prepare for university-level study overseas, as well as providing universities
with information about, and access to, students ready for matriculation. Our field offices
in Asia support our clients and partner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and work to develop
new opportunities for our organization.
ACT Education Solutions, Limited currently concentrates its efforts on growing and
supporting student and institutional participation in the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 program (GAC) and a suite of English Language Programs, taught and evaluated in
English, that helps students who speak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obtain admission to, and succeed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 teach in
English.
[Reprinted from the AES Corporate Brochure 2014.]

MESSAGE FROM
GENERAL MANAGER ACT EDUCATION SOLUTIONS

GAYE PULLYN
General Manager ACT
Education Solution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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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As the General Manager of Veritas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Institute, I am very pleased to
be writing this introduction to further explore the possibility of your career development.
Veritas ETLI is a learning institute that prides itself on offering you the very best learning
programs. Our institute offers Academic, English as Second Language courses, Preparation
for the SAT test, TESOL, Preparation for the TOEFL test among others. The various programs
we offer are high-quality, premium, and are designed to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our
students’ chances of success. Our primary interest is educating students: making sure they are
properly equipped academically before they enter higher studies.
Today, Veritas ETLI is once again taking pride as being one of the approved teaching centers
of the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program. The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is taught
to around 5,000 students around the world. The program is recognized by more than 100
postsecondary institutions - Pathway Universities - in the 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Australia, Malaysia, Mexico, Singapore and South-East Asia. Pathway Universities are
universities which have evaluated the program and recognized it for admissions purposes by
setting a GAC GPA they require.
Students must also meet English entry requirements. American universities can grant up to two
semesters of credit (39 credit units) of advanced standing for the GAC program. With the help
of GAC program, the students will save money, time and effort and be well-prepared for their
university experience. With such a firm focus on your aspirations, I look forward to give you this
vast opportunity to reach your career goals as Veritas ETLI brings you one step closer to the
future you are aiming for.

International University Preparation Program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VERITAS GAC
베리타스 필리핀 마닐라 GAC 스텝진 인사말
베리타스(VERITAS ETLI) 필리핀 마닐라 교육센터는 필리핀 마닐라 근교 알라방에 위치한 사설교
육센터로, 2005년 필리핀의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학교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보다 다양
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해외 유학 목적을 위해 2010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체제 개편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입시전문 교육센터
입니다.
베리타스 ETLI 교육센터는 기초적인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을 현지학교 수준
에 맞는 Contents-based로 진행함으로 영어실력뿐 아니라 레벨과 학년에 맞는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2010년 영국의 LTTC (London Teacher Training Center)
와 협약을 맺어 필리핀 본원에서 영국의 테솔 및 테플 등의 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13년 미국 공인 대입 수능 평가기관인 ACT(American College Testing)사와 협약을 맺
어 대입 준비를 위해 개발된 GAC(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프로그램과 ESL /EFL 학생들
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영어 공부를 위한 EPP(English Proficiency Program) 프로그램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4년 미국과 필리핀의 학교와 협약을 맺어 GAC 프로그
램과 함께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강사진들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효율성이 입증된 본 센터만의 교육방법은 이미 현지
학교 학생들의 미국 및 세계의 명문대학 진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높은 수준의 실력이
입증된 필리핀 엘리트 강사 이외에 미국, 캐나다 남아공 출신의 우수한 강사들이 베리타스의 최고
의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하고자 베리타스 GAC 필리핀 마닐라 센터
는 지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격려와 희망과 용기를 아낌없이 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ERITAS ETLI 스텝 일동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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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 프로그램 소개
GAC 대학입시 프로그램은 The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the GAC)는
미국 수능인 ACT 준비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ACT Education Solutions,
Limited. 가 개발한 미국 및 해외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입니
다. GAC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교과지식은 물론 대학입학 후의 적응을 위한 자
기 주도적 수업 구성과 함께 자신감을 키워 주고, 연계대학의 대학 학점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영국, 캄보디아 등 전세계 13개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GAC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인정 및 장학금의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점인증 프로그램
글로벌 학점 인증 프로그램 GLOBAL RECOGNITION GAC 프로그램은 AP나 IB 처럼 글로벌 학점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GAC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미국교육위원회(ACE), 호주교육부, UK 국립 학위 인정센터의 성적 증명서비스
를 받을 수 있고, 연계대학교의 학점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국 가
미국

호주

GAC과정 혜택
최대 39학점
글로벌학점 인정

최대 1년

인증기관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미국교육부
University Admission Centre(UAC)-NSW/ACT
: 호주대학 입학 접수처

파운데이션 과정 생략

This course is the international version of the Certificate IV in
Foundation Studies – Global Assessment,
accredited by the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ASQA)
until May 2017 (NTIS code: 10025NAT).
: 호주 교육부

UK &

최대 1년

아일랜드

파운데이션 과정 생략

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NARIC),
United Kingdom
:영국 국립 학위 인정센터

※ GAC 프로그램의 글로벌 학점 인증은 학교와 전공, 성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장학금 혜택
GAC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학금 혜택의 자격 등을 파악하여 각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
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으며 지난 수 년간 1인당 평균 20,000불의 장학금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 교 명

1인당 연간 지급금액

University of lowa

USD 2,000

Iowa State University

USD 4,000~7,000

University of Oklahoma

USD 2,500~5,000

Oklahoma State University

USD 7,000~12,500

SUNY-Oswego

USD 1,500~4,700

※ 상기 대학 외에 학교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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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 과목소개
Academic English Ⅰ, Ⅱ, Ⅲ
Listening & Speaking Skills

Academic English Ⅰ, Ⅱ, Ⅲ
Reading & Writing Skills

Study Skills for Independent
Learning

대학영어 듣기와 말하기

대학영어 독해와 영작문

독립적 학습방법

대학수준의 강의를 위한 기본적인
영어 기술 중 듣기와 말하기를 집중
적으로 공부합니다.

대학수준의 강의를 위한 기본적인
영어 기술 중 독해와 영작문을 집중
적으로 공부합니다.

해외 대학생활의 적응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합니다.

Mathematics Ⅰ, Ⅱ, Ⅲ
수학 Ⅰ, Ⅱ, Ⅲ

Computing Ⅰ, Ⅱ, Ⅲ
컴퓨터 Ⅰ, Ⅱ, Ⅲ

Business Ⅰ, Ⅱ, Ⅲ
경영 Ⅰ, Ⅱ, Ⅲ

기초수학부터 확률 통계, 재무, 미적
분 및 응용분야까지를 영어로 용어
와 함께 공부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서작성과 프레
젠테이션 준비 및 다양한 소프트웨
어 활용을 공부합니다.

비즈니스 입문에서 마케팅, 재무, 회
계 및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합니다.

Science Ⅰ, Ⅱ, Ⅲ
과학 Ⅰ, Ⅱ, Ⅲ

Social Science Ⅰ, Ⅱ, Ⅲ
사회 과학 Ⅰ, Ⅱ, Ⅲ

Communication Skills

과학의 기본 원리 및 생물학, 화학, 물
리, 환경과학, 지구과학의 전반적인
이론 및 리서치 기술을 공부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조사,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내용을 공부
합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공동
체 내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
법에 대한 기술을 공부합니다.

IBT TOEFL / IELTS

비 영어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으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의 분야를 측정합니다. VERITAS에서는 수업 이외에 10회 이
상의 모의 테스트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플 / 아이엘츠 시험 준비)

ACT
ASSESSMENT PREPARATION
(미국 수능 시험 ACT 준비)

커뮤니케이션 기술

상위권의 대학에서는 미국 수능 시험인 ACT 시험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CT 본사는 GAC 주관 센터에서 ACT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본원에서도
ACT 시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V E R I T A S

G A C

P r o g r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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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 연계학교 리스트

United Kingdom & Ireland (16개 대학)
Abertay University
University of Bangor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niversity of Chichester
University of Greenwich London
INTO University Partnership Limited
Essex University
Kingston University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University of Newcastle
University of South Wales
Study Group
Swansea University
University of West London
University of Glasgow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Singapore (3개 대학)
Switzerland (2개 대학)
Ecole Hoteliere de Lausanne
IMI University Centre

Curtin Singapore
ERC Institute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Pte Ltd

Indonesia (5개 대학)
Gs Fame Institute of Business
INTI College
MIBTi
President University
SCU

Malaysia (2개 대학)
Curtin University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Thailand (4개 대학)
AIT
KMUTT
SIIT at Thammasat University
UTCC

Vietnam (4개 대학)
NTT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Nguyen Tat Thanh University
RMIT International University, Vietnam
ERC Institute Vietnam
Saigon international University(SIU)

Cambodia (1개 대학)
Zam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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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 연계대학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폴 등 총 13개국에 있고, 세계대학 순위 40위권을 비롯한
우수한 대학들이 GAC 이수 학생들에게 조건에 따라 학점인정과 장학금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계대학
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계 되어있지 않은 대학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Canada (10개 대학)
Canadian Mennonite University
University Canada West
Concordia University John Molson School of Business
Dalhousie University
Kwantlen Polytechnic University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University of Victoria
University of Windsor
York University

United States (55개 대학)

Mexico (2개 대학)
Universidad Iberoamericcana
UPAEP

The University of Arkansas
Bay State College
Berkeley College
Chadron State College
DeVry University Downers
East Central University
Ganno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Georgia
Humboldt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Idaho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The University of Iowa
Iowa State University
Johnson & Wales University
Kirkwood Community College
Lewis-Clark State College
LIU Post - Long Island University
University of Maine
University of Montana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Nebraska Kearney
New England College
New Jersey City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Alabama
University of Northern Iowa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State University

Otterbein University
Pacific Lutheran University
Pine Manor College
University of Redlands
Rowan University
Sain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Southern Oregon University
(SUNY)-Albany
(SUNY)-Fredonia
(SUNY)-Institute of Technology
(SUNY)-Oswego
Tacoma Community College
Troy University
Webster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Superior, Green Bay
Ball State University
Husson University
Keiser University
Le Tourneau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Flint
University of Missouri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 Florida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llege at Plattsburgh
Western Kentucky University

Australia (26개 대학)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Bond University
Cambridge International College
Charles Sturt University
CQ University
Curtin University
Deakin University
Edith Cowan University
Flinders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
La Trobe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Murdoch University

Navitas, Limited
The University of Newcastle
University of New England
QIBT
RMIT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Swinburne University
University of Tasmania
UNSW Australia
Victoria University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University of Wollongong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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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학의 세계적 위치
QS 순위
GAC 연계대학

순위

국내대학

순위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48

서울대학교

31

University of Glasgow

55

연세대학교

106

Newcastle University

127

고려대학교

116

Dalhousie University

235

성균관대학교

140

Macquarie University

254

한양대학교

219

The University of Newcastle

257

경희대학교

275

University of Iowa

269

이화여자대학교

355

University of Victoria

290

서강대학교

384

Iowa State University

348

중앙대학교

444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459

한국 외국어 대학교

484

University of Oklahoma

460

동국대학교

556

THES (Times Higher Educations) 순위
GAC 연계대학
University of Glasg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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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94

국내대학
서울대학교

순위
50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09

성균관대학교

148

University of Victoria

173

고려대학교

210

University of Iowa

175

연세대학교

224

Iowa State University

195

이화여자대학교

360

Newcastle University

212

한양대학교

366

Dalhousie University

230

서울 시립대

380

SUNY - Albany

241

경희대학교

428

University of Georgia

284

서강대학교

834

University of Oklahoma

328

중앙대학교

970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379

한국 외국어 대학교

International University Preparation Program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

VERITAS GAC

GAC 프로그램 학업관리 시스템
GAC 프로그램은 ACT 에서 개발한 iTAP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적과 자료를 관리합니다.
iTAP은 해외 명문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GAC 학생들의 성적과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
으며 학생 정보의 업데이트는 물론 전체 연계대학의 신규 정보도 확인 가능하여 진로 상담 자료로도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iTAP은 해외 명문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GAC 학생들의

iTAP

성적을 확인하도록 구축된 글로벌 인트라넷 시스템입니다.

ACT에서 직접 개발한
학생 성적관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ACT 본사의 최신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전체 연계대학 신규정보 업데이트 확인가능
•전세계 GAC 연계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접속하여 GAC 학생정보 수집

GAC 성적관리 시스템

1차 평가

Veritas-GAC

2차 평가
호주 ACT
Education Solutions

3차 평가
미국 ACT 본사

온라인
성적관리
시스템
iTAP에 기록

해외 명문대학
입학사정관이
iTAP 통해
학생 자료 열람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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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GAC

베리타스 GAC 프로그램
GAC-VERITAS INTENSIVE COURSE 6개월 집중 과정
GAC-VERITAS INTENSIVE COURSE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GAC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생략하는 과정으로 대학입학에 적합한 TOEFL/IELTS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입학이 허용됩니다.

GAC LEVEL 1

GAC LEVEL 2

GAC LEVEL 3

- 360 시간의 수업과정

- 420 시간의 수업과정

- 420 시간의 수업과정

- E N G L I S H , M A T H ,
BUSINESS, COMPUTING등
의 6개 과목의 기초수업 이수

- E N G L I S H , M A T H ,
BUSINESS, COMPUTING,
SCIENCE등의 7개과목 수업
이수

- E N G L I S H , M A T H ,
BUSINESS, COMPUTING,
SCIENCE, ACT등의 7개과목
수업 이수

GAC-VERITAS COURSE 1년 정규 과정
필리핀에서 10학년제를 졸업하고 대입을 원하는 학생과 FOUNDATION 과정을 함께 이수할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1년 정규과정은 FOUNDATION과 TOEFL/IELTS 준비 과정을 함께 접목시켜서 영어
능력 향상과 함께 GAC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GAC FOUNDATION A

총 200시간 기초 아카데믹 영어

GAC FOUNDATION B

총 200시간 + TOEFL과정

GAC Level Ⅰ

총 360시간 6과목 수업

GAC Level Ⅱ

총 420시간 6과목 수업 + TOEFL

GAC Level Ⅲ

총 420시간 6과목 수업 + ACT

10 International University Preparation Program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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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VERITAS SCHOOL 프로그램 과정
고등학교 과목과 함께 GAC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미국고등학교 학위와 필리핀
고등학교 학위 중 선택이 가능하며 내신성적과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
을 보낼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장과 GAC이수 증명서를 함께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계대학
에 진학할 경우 최고 42학점까지 미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SCHOOL

SCHOOL DIPLOMA

ACT ES PROGRAM

ELEMENTARYGRADE 1~6

US SCHOOL / PHILIPPINES SCHOOL

EPP

MIDDLE SCHOOL GRADE 7-9

US SCHOOL / PHILIPPINES SCHOOL

EPP / FOUNDATION

HIGH SCHOOL GRADE 10-12
US SCHOOL/ PHILIPPINES SCHOOL
			

FOUNDATION /
GAC Level I. II. III

VERITAS SCHOOL 학교 과정 및 이수과목
ELEMENTARY SCHOOL 6 YEARS COURSE
English (Language Art. Literacy), Mathematics, Science, Social studies, Health and PE Art

MIDDLE SCHOOL 3 YEARS COURSE
English (Language Art. Literacy), Mathematics, Science, Social studies, Health and PE Art,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3 YEARS COURSE
English (Language Art. Literacy), Mathematics, Science. Social studies. Foreign Language
Health and PE, Electives
※ 그 외 대입 준비생들을 위해 토플/IELTS /UPCAT 준비과정을 함께 병행하여 수업을 받게 됩니다.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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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일반 GAC 과정 : 국내/외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GAC-School 과정 : 국내외 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로 이전 학년까지의

지원자격

재학과 성적증명이 가능한 자
•교육법에 의한 동등의 학력 소지자
•해외 대학 입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학지원 신청 접수 : 온라인 지원 veritasetli@gmail.com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지원

등록절차

•ELT(GAC 입학고사) 및 인적성 면접 실시 (온라인 접수 후 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파운데이션 과정 유무 통보)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반명함판(3×4) 사진 2매
•입학원서 (온라인/방문 접수)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검정고시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공인영어 성적표(해당자에 한해 제출)
※서류제출방법 : ELT 및 인적성 면접시 제출

일반 학교 학생은
ELT(GAC입학고사) 테스트 후 6개월 GAC 인텐시브 과정과
1년 GAC 과정 중 입학 가능한 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GAC-VERITAS SCHOOL 프로그램 학생들은
학과과정에서 GAC 프로그램을 이수하므로 입학 시 테스트를
통해 GAC 프로그램이 결정되며, 졸업과 동시에 GAC 수료증
도 함께 받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연계대학의 학점까지 받아
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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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 학생 및 학부모 수기

홍주은 학생
Johnson & Wales University
International Presidential Scholarship(존슨앤웰즈대학 장학생)

University of Iowa

김범중 학생
Oklahom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Idaho

김태우 학생
University of Idaho
University of Montana
Johnson & Wales University

GAC 프로그램은 저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고 제대

작년 11월, 저에게 GAC 프로그램으로 미국대학

1년이라는 짧으면서도 긴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후 남은 기간동안 필리핀에 와서 어학연수를 받으

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서 유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영어실력 또한 많

며 복학준비를 하던 시기에 GAC 프로그램을 알

학하면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그 당시 10년제를

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유학하

게 되었습니다. 베리타스 원장 선생님과 오랜 상

졸업하게 될 상황이어서 미국 대학은 그냥 꿈이었

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필리핀에 있는 호

의 끝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

고, 제 나이를 생각 했을 때 늦었다고 생각을 했습

주 커리큘럼과 학위를 주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1

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GAC 프로그램을 통해

니다. 10년제 졸업생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학점

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부모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

까지 받아서 갈 수 있는 GAC 프로그램은 예상하

님의 사업을 이어가려 적합한 학교를 찾고 있었고

며 미국 유학을 향한 꿈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지 못한 좋은 기회였고, 자칫 무의미하게 보낼 수

선택을 하였으나 마음속의 불만족감은 여전히 있

있었습니다. 다른 유학 프로그램들과 달리 GAC

있는 1년이라는기간 동안 대학준비를 하면서 열

었습니다. 그 시기에 GAC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수업을 직접적으로 경험 할

심히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보고 주저

고, 무엇보다 10학년제를 졸업하고도 미국대학을

수 있는 체계적인 Curriculum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 않고 GAC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GAC 프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

이를 통해 미국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로그램은 특별했습니다. 미국대학공부를 위한 학

니다. GAC를 공부하는 1년동안 프로그램에 참여

수 있게 되었습니다. Level 1 과정을 통해서 영어

업적인 면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리포트, 에세이 등 많은 과

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외국 생활에

현지 적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들과 시험들을 통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필요한 학습 방법을 배웠으며, Level 2와 3를 통

GAC 프로그램과 함께 보낸 시간은 지금껏 접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커리큘럼은 영어공부뿐만 아

해 수학, 과학, 경제 등 주요 과목들의 기본개념을

보지 못했던 다양한 공부를 하느라 어려움도 있었

니라 대학생활에 필요한 공부를 미리해서 미국대

영어로 배워 미국 수업에 필요한 어휘들을 어려

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에서의 최

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덜어졌고, 또한 저의 미

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미

고의 성취이고 선택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래 직업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국식 수업방식을 이해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GAC

가질 수 있어서 알차고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꿈에 그리던 Johnson & Wales
University 합격증서와 장학금까지 함께 동봉된
봉투를 열어 본 날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
었습니다. 저에게 희망과 성취를 안겨준 GAC프로
그램과 베리타스 스텝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홍석천님
(홍주은 학생 학부모)

학습에 흥미를 잃었던 학생에게 새 희망을... 김용언님 (김범중 학생 학부모)
GAC를 만나다. 작년 5월말 둘째 아들이 제대하였습니다. 복학하기 전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있었으
므로 제가 파견 나온 이곳 필리핀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회화 정도의 영어를 배우고자
학원을 찾았을 때 원장 선생님은 GAC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미국으로 바로
건너가서 어학과정을 거친 후에 입학허가를 받는 경우 보다 장점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서 미국식 대학강의를 접해보고 학점도 실제로 받아보고, 또 그 성적에 따라서 미국, 영국, 호주 등 GAC
와 연계된 여러 대학에 지원하여 입학허가가 나는 곳 중에서 조건을 보아 원하는 곳을 택하면 되는 것이
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잘 공부하다가도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입시위
주의 수업으로 흥미를 잃고 대학진학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에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의해 입학조차 거절당하면서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GAC 과정은 아이에게

GAC 프로그램을 통해 주은이가 원하는 대학에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공부해 보겠다는 꿈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점을 직

입학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접 취득해 보면서 유학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고 나아가 어떤 대학이 내게 필요한 곳인지

어려움도 있었을텐데 주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

를 찾아 나아가는 등 장족의 발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

까지 노력할 수 있게 저를 대신해 도와주신 필리

습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이제까지 시달린 대학입시라는 가위 눌림이 끝나는 시

핀 VERITAS-GAC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간이요, 기나긴 터널의 끝에 온 듯한 희망으로 바뀐 시간일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하세요.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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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 연계대학 소개

아이오와대학교

www.uiowa.edu

University of Iowa

107 Calvin Hall lowa City, IA 52242-1396, USA
미국의 Big 10(규모가 큰 10개 주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인문, 사회과학 분야가 강세인 학교로 꼽힌
다. 언어학은 미국내 최고 수준(전국 랭킹 1위)을 자랑하고 있으며, 신문방송학과는 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의 하나이다. 최근들어 경영 경제학 분야가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연설학, 청중학
등 본교만 제공하는 독특한 전공들도 있다. 훌륭한 도서관 시설, 비교적 저렴한 학비, 낮은 물가, 근처에
대학타운이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신입생 중 90% 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기숙사에서 거주하
며 주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BIG 10 소속의 명문대학교!전미 언어학 랭킹 1위의 인문/사회학이 강점인 대학교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전미 내셔널 랭킹 71위
미국 최고 주립대학 전국 랭킹 27위
언어치료학 미국 전국 랭킹 1위
간호학 미국 전국 랭킹 11위
약학 미국 전국 랭킹 17위
Fin art 미국 전국 랭킹 22위
경영학부 미국 전국 랭킹 34위
고등교육학 미국 전국 랭킹 15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847년
소재도시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시티
연간학비 $26,279
연간기숙사비 $9,170
주요전공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언어치료학 재활상담학, 사회심리학,
임상심리학, 화학, 생물학

아이오와주립대학교

www.iastate.edu

Iowa State University

100 Enrollment Service Center Ames, IA 50011, U

100개 이상의 학부 전공과 112개의 석사 전공, 83개의 박사학위 코스를 제공한다. 수의학과와 엔지니
어링학과가 높은 랭킹에 올라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휴먼컴퓨터 상호작용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선택될 만큼 곳곳에 약 600여종의 미술 컬렉션이 산재해 있으
며,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학생들은 라이맨(Reiman) 정원에서 장미 길을 거닐기도 한다. 각 학부 전공 학
생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하며 현재 농학과 가정학의 연구팀은 재활용 가능한 식
물성 연료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대두에 관련한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1위! 수의학과 엔지니어링이 강점인 명문 주립대학교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미국 최고 주립대학 전국 랭킹 50위(공동)
농생명학부 미국 전국 랭킹4위
화공학 미국 전국 랭킹 22위
컴퓨터공학 미국 전국 랭킹 35위
항공우주공학 미국 전국 랭킹 26위
토목공학 미국 전국 랭킹 31위
산업조직공학 미국 전국 랭킹 25위
재료공학 미국 전국 랭킹 29위
통계학 미국 전국 랭킹 19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858년
소재도시 아이오와주 에임스
연간학비 $19,358
연간기숙사비 $7,622
주요전공학 컴퓨터공학, 생화학, 기계공학, 생산공학, 식품과학, 수의학,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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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대학교

www.ou.edu

University of Oklahoma

660 Parrington Oval, Norman, OK 73019-039, USA

163의 세부 전공 중에 지질학과 석유 엔지니어링과 출판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기
상학은 국내 1위를 차지하며 광고학과 무용학과도 명성을 얻고 있다. Princeton Review 지는 오클라
호마 대학을 학업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비가 비싸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
다. 본교는 약 3,000명의 교수진, 152개의 학사프로그램 및 20개의 전문 인증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은 50여개국 100개 도시에서 교환
학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저렴한 학비, 163개 세부 전공과 기상학, 지질학, 엔지니어링이 강점인 대학교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미국 최고 주립대학 전국 랭킹 50위
국제경영학 미국 전국 랭킹 25위
약학 미국 전국 랭킹 32위
공중위생 미국 전국 랭킹 25위
Physician Assistant 미국 전국 랭킹 16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890년
소재도시 오클라호마주 노르만
연간학비 $18,978
연간기숙사비 $8,382
주요전공학 국제 경영학, 석유공학, 지리정보학, 기상학, 광고학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www.iastate.edu

Oklahoma State University

100 Enrollment Service Center Ames, IA 50011, U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첫 1년은 의무적으로 스틸워터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야 한
다. 이 기간동안 학생들은 약 400여 개의 학생회와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한 인기 있는 클럽의
과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스포츠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며, OSU 카우보
이 & 카우걸스 팀은 NCAA 디비젼Ⅰ빅 12 컨퍼런스에서 경쟁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특별히 경영학부
분과 건강과학, 교육학 부분에서 기술적, 직업훈련교육으로 인기 있는 GAC 연계대학교이다.

다양한 클럽활동 기회 제공, 기술/직업교육학(전미 6위)과 수의학이 강점인 대학교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US News 기준

미국 최고 주립대학 전국 랭킹 70위
기술직업교육학 미국 전국 랭킹 6위
농생명학 미국 전국 랭킹 11위
산업공학 미국 전국 랭킹 32위
수의학 미국 전국 랭킹 24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890년
소재도시 오클라호마주 스틸와터
연간학비 $19,457
연간기숙사비 $6,868
주요전공학 경영학, 식품과학, 동물학, 환경과학, 미생물학,
통계학, 기업농업학, 교육학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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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웨일즈대학교

Johnson & Wales University

www.jwu.edu
8 Abbott Park Place, Providence, RI 02903, USA

4곳의 캠퍼스(Providence, North Miami, Denver and Charlotte)로 이루어져 있으며 CIA 대학과
더불어 미국 내 최고의 조리학과로 유명하다. 호텔경영, 외식경영, 조리학과, 요리실습, 기술, 교육과
정은 공인 학사 및 석사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공적 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업계의 지식과
기술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 학과들은 소수 정예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은 강사들
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호텔경영, 외식경영 등 요식업계 특화로 미국 최고의 조리학과를 보유한 취업이 강한 대학교
AUAP 기준 특성화된 106경영학사 과정 랭킹 3위
AUAP 기준 CHospitality Management 학과 과정 랭킹 3위
Top 10 vest Culinary Schools

학교형태 사립대학교
설립연도 1914년
소재도시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연간학비 $26,112
연간기숙사비 $9,261
주요전공학 조리학, 조리영양학, 호텔경영학, 스포츠/엔터테인먼트/이벤트 경영,
광고창작학, 패션&소매 마케팅학

버클리 칼리지
Berkeley College

http://berkeleycollege.edu
3 E 43rd Street New York, NY 10017, USA
뉴욕시와 뉴저지에 10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 사립대학으로, 세계 최고의 패션스쿨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와 연계되어 수준 높은 비즈니스 과정과 패션마케팅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우
수대학이다. 또한 급변하는 직업 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각 업계의 최고실력을 갖
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 최고의 강의를 진행한다. 본 대학은 졸업 전 3
개월 이상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힐튼 호텔, 다우존스, 펩시콜라, 뉴욕 타임즈 등 세계적
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후 졸업생의 95%이상이 전공 관련 업계에 취업한다.

현직 전문가가 직접 지도해 실무에 강하고 패션디자인과 비즈니스 계열이 강한 대학교
STATE UNIVERSITY.COM 패션상품기획학과 랭킹 4위

학교형태 사립대학교
설립연도 1931년
소재도시 뉴욕주 뉴욕시, 뉴저지
연간학비 $21,750
연간기숙사비 $11,950
주요전공학 실용경영학, 패션상품기획학, 패션마케팅, 광고학, 국제경영학,
재무 설계학, 정보기술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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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www.albany.edu
1400 Washington Ave., Albany, NY 12222 USA

60여 개를 넘는 캠퍼스로 이루어진 뉴욕주립대(SUNY) 시스템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1844년)된 캠
퍼스로 뉴욕주의 수도인 Albany에 자리잡고 있다. 이공계 의대, 법대, 약대 등이 뛰어나고, 특히 범죄학
과 기상학은 미국 내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다. 5년 내에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40여 개 보유하고 있고, 국제관계 학문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암 연구센터와 대기학, 지질학 연구소
등이 유명하고 친환경적 캠퍼스를 자랑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주립대학교의 메인. Priceton review선정 미국 최우수 종합 대학교
US News 기준 중등 교육학 미국 전국 랭킹 16위
US News 기준 사회복지학과 미국 전국 랭킹 24위
US News 기준 범죄학 미국 전국 랭킹 2위
US News 기준 정보과학 기술경영 미국 전국 랭킹 3위
US News 기준 경영관리행정 미국 전국 랭킹 14위
US News 기준 공중 위생 25위
US News 기준 예산집행계획 미국 전국 랭킹 16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844년
소재도시 뉴욕주 알바니
연간학비 $18,145
연간기숙사비 $11,584
주요전공학 사회학, 범죄학, 기상학, 의학, 법학, 약학, 경영학, 마케팅, 심리학,
역사학, 생물학

글래스고대학교
University of Glasgow

www.gla.ac.uk
52 Hillhead Street, Glasgow G12 8QB, Scotland, UK

1451년 영국에 설립되어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2세의 청원을 교황 니콜라스 5세가 인가함으로써 세
워진 대학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오래된 English Speaking 대학교이며, 전 세계 대학교 중 Top 1% 안
에 포함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학교이다. 현재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그 전통
과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100여 나라에서 온 3,000여 명의 국제 학생들을 포함 2만 명 이상의 재학생
이 있으며, 900여 가지 다양한 교과정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의학, 공학, 윤리학,
물리학, 천문학, 생체전자공학, 세포 나노 테크, 광전자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세계대학교 랭킹 51위, 영국의 명문 대학교! 오랜 전통과 연구 중심 대학교
QS 세계 대학 랭킹 55위
QS 기준 유럽 최고 대학 순위 18위
QS 기준 영국 대학 순위 9위
UK Guardian지 선정 미생물학 전국 랭킹 25위
UK Guardian지 선정 국제면역학 전국 랭킹 18위
UK Guardian지 선정 임상치료학 전국 랭킹 3위
UK Guardian지 선정 분자생물학 전국 랭킹 29위
UK Guardian지 선정 유전학 전국 랭킹 24위
UK Guardian지 선정 인류학 전국 랭킹 5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451년
소재도시 스코틀랜드 글리스고시
연간학비 £11,250
연간기숙사비 £3,860
주요전공학 비즈니스, 컴퓨터과학, 경제학, 회계학, 생화학세포&분자생물학,
화학, 철학, 사회학, 동물용 의약품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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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www.unsw.edu.au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Sydney NSW 2052, Austraila

호주 내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늘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졸업생들의 높은 연봉과 우수한
취업률을 자랑한다. UNSW는 연구분야에서 최고 호주대학교들의 연합인 The Group 8과 세계명문대
학연합인 Universitas 21의 초기 멤버이다. 120여 개 국가에서 온 5만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호주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한 대학교 중 하나이다. UNSW는 컴퓨터, 광전지 HIV/AIDS 연구, 고분
자 화학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결과를 갖고 있으며, 정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UNSW
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이나 트레이딩을 필요로 하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다.

세계대학교 랭킹 48위, 호주의 명문대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연봉과 취업률이 유명한 대학교
QS 세계 대학랭킹48위
QS 세계대학랭킹 호주/뉴질랜드 5위
US News 기준 경제학 전국 랭킹 29위
US News 기준 특성화 경영학사전국 랭킹 3위
US News 기준 토목기술 전국 랭킹 8위
US News 기준 심리학 전국 랭킹 28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949년
소재도시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연간학비 AUS$25,200
연간기숙사비 AUS$9,929
주요전공학 국제학, 범죄학, 국제관계학, 개발학, 컴퓨터공학, 고분자 화학

맥쿼리대학교

Macquarie University

www.mq.edu.au
Macquarie University NSW 2109, Austraila

1964년 시드니대학교,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에 이어 시드니의 세 번째 대학으로 설립되고, 87개의
학사와 124개의 석•박사 학위를 제공한다. 전공은 경상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보험계리학과 회계학을
비롯한 금융학, 경영학 등이 유명하다. 또한 호주 최대 규모의 언어학부를 자랑한다. 또한 맥쿼리 대학
에서 개발한 맥쿼리사전은 호주 최초이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 외 호주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는 “맥쿼리 리서치 파크”라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NASA 부속연구소 중
하나인 우주생물학연구소, 호주 최초의 이집트학 연구소 등이 있다.

보험계리학과 회계학등 금융 관련 및 경영전공과 언어학에서 호주 선두적 위치와 연구 중심 대학교
US News 기준 세계대학랭킹 호주/뉴질랜드 9위
QS 세계 대학랭킹 기준 영어영문학 호주 5위, 세계 30위
QS 세계 대학랭킹 기준 지구과학 23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964년
소재도시 뉴사우스웨일스주 노스라이드
연간학비 AUS$20,000
연간기숙사비 AUS$125(주당)
주요전공학 마케팅 미디어학, 음성&청력과학, 법학, 정보기술학, 경영학,금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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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RMIT대학교
RMIT University

www.rmit.edu.au
RMIT University GPO BOX 2476 Melbourne VIC 3001, Australia

실질적인 교육과 창조 지향적인 연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RMIT는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에서 국
제적이며 호주의 가장 큰 대학이기도 하다. 테크놀로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커
뮤니티 등의 학과가 유명하다. RMIT는 120년 역사를 가진 호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 중 하나로
ATN(The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 대학연합멤버이며 호주 내 연구중심대학 Top 10에 속한
다. 현재 학문과 산업현장의 요구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제공,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현장감이 뛰어난
Technology 분야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수준의 테크놀러지와 디자인 계열을 보유하고 호주 내 연구중심대학 TOP 10에 속하는 대학교
US News 기준 미국 북부 최고 주립대학 랭킹 17위

학교형태 공립대학교
설립연도 1887년
소재도시 빅토리아 멜버른
연간학비 AUS$19,200
연간기숙사비 AUS$13,000
주요전공학 인테리어디자인, 패션디자인, 회계학, 항공우주학

빅토리아대학교
University of Victoria

www.uvic.ca
3800 Finnerty Rd, Victoria, BC V8P 5C2,Canada

캐나다의 주요 명문대학 중 하나로 3800에이커 규모에 편리한 학업환경과 시설을 제공한다. 비즈니
스, 과학, 경제, 예술 분야에서 북미는 물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문화, 예술적 활동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대학이다.
세계적 수준의 컴퓨터실, 도서관, 수영장과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밴드, 치어리딩, 체스, 영화, 토
론, 오케스트라, 국제문제, 사회봉사 등 여러 분야의 학생활동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과학, 경제, 예술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학교
US News 기준 세계대학랭킹 캐나다 14위
US News 기준 수학과 전국 랭킹 14위
US News 기준 우주과학 전국 랭킹 52위

학교형태 주립대학교
설립연도 1903년
소재도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빅토리아섬
연간학비 CN$ 22,000
연간기숙사비 CN$ 7380~8366
주요전공학 경영학, 교육학, 수학, 공학
VERITAS GA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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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외대학 입학준비!
VERITAS-GAC와 함께 하십시오!

#Unit 203~204 ALPAP Building, Trade St. Corner Invest Drive,
Madrigal Business Park, Ayala Alabang, Muntinlupa City, M.M. Philippines.
대표전화 0707-405-1218

63-2-823-9053

이메일 veritasetli@gmail.com
홈페이지 www.veritasalab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