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학  입 시  전 문  컨 설 팅

QC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대학 입시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은 Quintessential Consultancy는 학교 선택과정 부터 시작하여 대학

입시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명이 넘는 Ox-bridge 및 Ivy League 멘토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

을 바탕으로 QC는 조기 컨설팅, 대입 컨설팅, 자기 소개서 및 에세이 작성, 입학 시험 준비, 실전 인터뷰 연습 과정 등을 운영

하며 대학입시에 필요한 모든 고객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QC에서는 지난해에만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에 23명의 지원자가, 아이비리그 학교엔 16명의 지원자가 입학 허가를 받

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법학, 의학, 경제학, 자연과학, 컴퓨터 공학 등 인기 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QC는

단순한 대입 컨설팅 서비스를 넘어 장기적인 인생 성공 플랜과 인격적 성장까지 목표로 설계된 

프리미엄 교육 브랜드입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Q C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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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멘토  프로그램
QC의 모든 멘티는 5명의 멘토로 이루어진 팀이 협업하여 지원합니다. 메인 멘토
와 보조 멘토는 지원자가 희망하는 학교 출신으로 구성되며(예를 들어, 옥스퍼드
법대 지원자는 옥스퍼드 법대 졸업생 멘토가 담당합니다), 나머지 세 명의 멘토는
산학협동 연구, 포트폴리오 준비 등 학업 외적인 부분을 지원합니다.

성공을  위한  자체  프레임워크
QC의 컨설팅은 잘 짜여진 자체 프레임워크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축부
터, 입시 전략,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기소개서) 조언 및 인터뷰 준비
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C의 대학 입시 실적은
단연 업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다양한  성공  경험
QC는 매년 다양한 글로벌 지원자들이 각자의 희망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원자 뿐 아니
라 한국, 중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적의 학
생들과 함께 다년간에 걸친 성공적인 입시 경험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430
students

12
Years of experience

131
Oxbridge

acceptance

73
Top 20 US colleges

acceptance



*The final price may vary based on the number of mentors and hours involved.

대학  입시  컨설팅

조기 멘토링 
프로그램

 7-8 학년
(만 13-14세)

대입 멘토링 
프로그램

9-10 학년
(만 15-17세)

 

에세이 컨설팅
프로그램

 11-12 학년
(만 17-19세)

학생 프로파일링
주요 관심 분야 발견
관심 분야 멘토 및
업계 전문가들로부
터 대학과 진로 상담
대입 과정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 도모
마스터 클라스 수강

SGD $2400 SGD $9600부터 SGD $6800

입시 전략
관심 분야의 멘토
및 업계 전문가들
로부터 대학과 진
로 상담
대학 연계 리서치
지원

포트폴리오 상담
인턴쉽, 현장 체험,
레퍼런스 레터 조
언

관련분야 리딩 리
스트 제공
에세이 작성 지원
인터뷰 준비

지원 학교 선정 
에세이/ P.S 작성 전 

브레인 스토밍
에세이 작성 과정 조
언

에세이 검토
제출 전 최종 리뷰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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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입학  시험  및  인터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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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필요한 시험 준비 지원 

전공별 필요한 시험 준비 지원

학습 내용 정리
시험 기술 및 전략
모의 시험
실전 시험 후 분석

      (SAT, ACT, TOEFL 등)

       (LNAT, BMAT 등)

 

인터뷰 
준비과정

인터뷰에 필요한 학습 내용 및

토픽별 리뷰
과거 인터뷰 질문 분석
관련 리딩 리스트 제공
보디 랭귀지 교정
모의 인터뷰 진행
실전 인터뷰 후 분석

     컨셉 정리

부터SGD $4800 SGD $5800부터

입학시험

대비과정



프로그램 목표

학생 프로파일링

관심 분야 발견  

한 발 앞선 대입 준비 

마스터 클라스

*Suited for Year 5/Junior Year/ Grade 8-11 and below 

상세 설명

만 13-14 세 학생들의 위한 조기 프로그램

조기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 프로파일링

QC의 자체 프레임 워크와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학생 개개인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이에 적합한 학업 및 진로의
가능성들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멘토들은 자신의 학업 및 업계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을 제공함으
로써 학생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학생 프로파일링 결과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멘토는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적관리 및 학습 외적인 교
외활동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로드맵을 제공하며, 또한 통합적인 양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제공
합니다.  

통합적인 로드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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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QC의 조기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멘토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관심 분야와 진로 선
택을 도와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들은 이공계, 인문계, 순수과학 등 다양한 업계에 진출해 있는 전문가들
로 현직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스스로의 학업과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
다.  



The smell of these decadent treats 

baking wil l have everyone out of bed in no time.

P R I C E : 8 8 0 0  S G D
P R I C E : 6 8 0 0  S G D프로그램 목표

입시 전략 수립

멘토의 학업 및 업계 경험 공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인턴쉽, 현장 체험 프로그램, 레퍼런스 레터 등 조언

대입에 필요한 리딩 리스트 제공 

에세이 작성 지원  

인터뷰 준비 지원

*Suited for Year 5/Junior Year/ Grade 8-11 and below 

대입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의 입시 전략 수립, 학업 및 진로 결정, 포트폴리오 구성의 과정을 지원 하며, 인턴쉽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 관련 리딩 리스트 제공 등 대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대입  멘토링  프로그램

입시 전략

멘토 네트워크 지원
다양한 나이대의 멘토들로부터 대학 생활과 커리어 경험, 업계 최신 동향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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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생의 희망 대학에 맞추어 최적으로 구성된 멘토 팀은 학생의 학교 성적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을 관리하여
시기별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적의 프로폴리오 구성을 위한 CCA 활동, 교외 봉사활
동, 각종 경시대회, 인턴쉽, 대학 수준의 리서치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시 시험 및 에세이 작성, 인터뷰
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도 제공합니다.   

만 15-17 세 학생들의 위한 대입 전략 프로그램

상세 설명



대학 입시는 해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Stanford, M.I.T., Oxford, Cambridge같은 최고의 학교들은 합격률이 5-
10%에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에게 최적의 길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QC의 멘
토들은 학생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과정부터 함께 여러 번의 검토와 수정본을 통해 최종본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학교 선정 (안전지원, 가능성 높은 학교, 꿈의 학교)

고3 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에세이  컨설팅  프로그램

학교 선정 상담

에세이 작성 전 과정 지원

브레인스토밍

에세이 작성 조언

에세이 검토 및 조언

제출 전 최종 확인

상세 설명

전략적인 학교 선정은 성공적인 입시의 기본이며 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QC는 학
교별로 시험성적 분석, 대학 내 단과대학의 질과 교수진 분석 등을 통해 성공율이 가장 높은 학교들을 가려냅니다. 

에세이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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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의 담당 멘토들이 각 학교별로 필요한 에세이, 또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작성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최종 교정본이 나
올 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합니다.  평균적으로 10회에서 최장 20회까지의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최
종본이 나올 때 까지 시간이나 상담 횟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목표



지원하는 나라와 전공에 따라 입학 시험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전공을 택하는지에 따라 시
험 결과가 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 점수가 지원 자격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 준비는
시험별로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문제 출제 유형 연습 및 문제풀이 전략을 단기간에 마스터하여 효
과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별 시험 (SAT, ACT, ISAT 등)

시험  준비과정
만 17세 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과거 출제 문제 유형 분석

교과과정 총정리

모의 시험 및 취약부분 집중 복습

상세 설명

일부 학교들은 기본 지원 요건에 더하여 특정 시험 결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법대는 LNAT을, 영국 의대는
BMAT/UCAT 결과를 기본 지원요건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과정일수록 그 시험 준비과정도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격은 QC의 멘토들은 학습 내용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프레임워크까지 시험의 모든 부분의 준비를
도와줍니다.  

전공별 시험 (LNAT/BMAT/UCAT/NSAA)

미국의 SAT (Scholastic Assessment Test), 호주의 ISAT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Test) 등 각 국가별로 요
구되는 시험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시험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과목별로 담당 멘토가 시험의 모든 부분을 빠짐
없이 준비하는것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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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표



리딩 리스트 및 단계별 점검

인터뷰  준비과정

영국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경우 의대와 법대 인터뷰는 수준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QC의 멘토들은 직접 이 과정을 거
쳐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격생만이 알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주며, 학습적 준비뿐 아니라 인터뷰 답변 기술까지 함께 다
루어 줍니다. 

학습 내용 정리

인터뷰 답변의 프레임워크 학습 

학교별, 과정별 입학 사정관 분석

모의 인터뷰 

상세 설명

 모범 답변 프레임워크 학습

모의 인터뷰

전공별로 준비해야 하는 인터뷰 토픽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리딩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숙지해야 하
는 필수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과의 토론식 학습을 통해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답변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원합니다. 

인터뷰에 대한 답변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답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
다.  담당 멘토는 예상 질문별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인터뷰 준비를 돕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감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디 랭귀지와 적합한 단어 선택 등은 연
습을 통해 완성됩니다.  담당 멘토는 모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교정하여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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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Suited for Year 5/Junior Year/ Grade 8-11 and below 

지원 시기: 10월 - 1월

영국

입학 컨설팅 
포트폴리오 구성 : 인턴쉽, 현장학습, 레퍼런스 레터, 각종 경시대회 등 
입시 전략 및 학교 선정
성공적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작성 전략
시험 지원 시기 및 인터뷰 준비 로드맵 제공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UCAS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4000 단어 제한) 준비
브레인스토밍, PS 작성 전략 수립, 수정/검토 통해 최종본 완성 
입학 동향 분석

시험 준비   
영국대학의 전공별 시험 준비
법대 : LNAT
의대 : BMAT, UCAT
옥스포드, 캠브리지 입학 시험

입학 인터뷰   
전공별 인터뷰 준비 - 의대, 법대 등 
대학별 인터뷰 준비 -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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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원 시기: 11월 - 2월

Early Decision/Action: 11월 | Regular Decision: 1-2월

입학 컨설팅 
포트폴리오 구성 : 인턴쉽, 현장학습, 레퍼런스 레터, 각종 경시대회 등 
지원 전략 및 학교 선정
CommonApp 에세이 및 학교별 에세이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시험 지원 시기 로드맵 제공 및 인터뷰 준비 

에세이 준비 
CommonApp 에세이 (250-650 단어 제한) 작성 
대학별 에세이 작성 

시험 준비 
ACT/SAT 및 AP 시험 
시험 준비 및 시험 기술 전수
모의시험 및 실전 시험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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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11월-3월 (싱가포르, 홍콩), 7월-11월 (호주)

싱가포르 /호주 /홍콩

입학 컨설팅 (의대, 법대)
포트폴리오 구성 : 인턴쉽, 현장학습, 레퍼런스 레터, 각종 경시대회 등 
지원 전략 및 학교 선정 (SG, Non-JUPAS (HK), VTAC 및 UAC (호주))
지원 과정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작성 전략 및 기술
시험준비 및 인터뷰 시기 로드맵 제공

인터뷰 준비
지원 과정별 인터뷰 준비 - 의대 (패널 인터뷰, MMI), 법대 등 
싱가포르 : SMU, NUS, NTU

인터뷰 주제 학습 및 예상 질문 분석
모의 인터뷰 진행 및 실전 인터뷰 후 분석

       홍콩 : HKU, CUHK, HKUST
       호주 의대 : Sydney, Melbourne, UNSW, Monash, Queensland, Adelaide 등 
       (석사 및 Foundation year 준비 지원 가능) 

시험 준비  
 국가별, 지원 과정별 필요한 입시 시험

싱가포르 -NTU 와 NUS 의대 지원시 : BMAT, SJT 필요
호주 - ISAT, UCAT

시험 준비 및 시험 기술 전수
모의시험 및 실전 시험 후 분석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싱가포르: NUS, NTU, SMU, SUTD

홍콩 : Non-JUPAS (주로 HKU, CUHK, HKUST)
호주: 시드니 대학, 멜버른 대학, UNSW, 모나쉬 대학 지원시 중요 (특히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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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  컨설팅  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qconsultancysg.com에서 확인하세요

Sean
국적: 싱가포르
학교 : ACS (Independent)
과외 활동 : 소프트볼, 학생회
시험점수 : IB 43, BMAT 75%
합격 대학 : NUS, Imperial, UCL
전공 : 의대

Sean은 NUS와 NTU 의대 지원 실패 후 QC를 찾아 왔고, QC
의 Personal Statement 프로그램과 인터뷰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군생활 2년차에 두 달간에 걸친 집중 준비 과정을 거
쳤습니다.  QC에서 Personal Statement를 완전히 재작성하
고 인터뷰 중 MMI 부분을 집중 훈련하여 이듬 해에 UNSW,
NTU, NUS, Imperial, Edinburgh, UCL 등 다수의 의대에 합
격할 수 있었습니다.  

Austin Han  
국적: 싱가포르
학교 : HCIS (화총국제학교)
과외 활동 : 디베이트
시험점수 : IB 42
합격 대학 : University College London
전공 : 법대

법대 지망생 Austin은 군생활 1년차에 QC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미 꽤 괜찮은 초안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던 터라 8
회의 세션만으로 에세이 최종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에세이에
서 취약했던 법대 지원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교내 각종 유관
활동 내용들을 보강시키는 등 QC의 가이드에 따라 훌륭한 최종
본이 완성 되었고, Austin은 지원한 다섯 개 대학에서 모두 입
학 허가를 받아 그 중 UCL로의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Cheng         
국적: 중국
학교 : Shenyang Yucai 고등학교
과외 활동 : 불어 클럽, 북경 오페라
시험점수 : SAT1420
합격 대학 : NYU
전공 : 컴퓨터 공학

Cheng은 중국 센양의 공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SAT를 세 번
시도하여 최종 1420의 점수를 받았고, 그 후 QC에서 입시 컨
설팅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미국 6개 대학 컴퓨터 공학과에 지
원하였습니다.  네 명의 멘토와 함께 에세이작성을 위해 브레인
스토밍부터 시작하여 초안, 수정본, 최종본이 나오기 까지 두
달에 걸친 과정을 거친 후 지원하여 결국 NYU를 포함 다수의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Jenny Gan
국적: 중국
학교 : Raffles Institution (JC)
과외 활동 : 중국 오케스트라
시험점수 : A levels 4A, NSAA 65%
합격 대학 : 캠브리지 대
전공 : 자연과학
 

Jenny 는 싱가포르 명문인 Raffles JC를 다니면서 QC에서 과
목 과외와 영국 Oxbridge 멘토링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습니다.  
일 년간 QC에서 과외를 받은 후 매우 취약했던 과학 과목의 점
수가 기말 고사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Jenny는 QC에서 영국 입학시험과 Cambridge
Natural Sciences 인터뷰 준비과정을 거친 후 첫 해에 합격하
는 기쁨을 맛 보았습니다.  

Natalie Go     
국적: 인도네시아
학교 : ACS (International)
과외 활동 : 태권도
시험점수 : IB 35
합격 대학 : University of Birmingham
전공 : 재무 회계

Natalie는 QC의 Personal Statement과정에 등록하였습니
다.  그녀는 멘토들과 함께 여러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원하는 학교들을 선정한 후, UCAS 의 Personal
Statement 작성 과정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레퍼런스 레
터에 대한 조언도 함께 받았습니다.  University of
Birmingham은 보통 IB 수학에서 6을 요구하지만 Natalie의
경우 IB Math (SL)에서 5의 성적으로도 입학 허가를 받아내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Lee Ji Eun        
국적: 한국
학교 :  UWC (Dover)
과외 활동 : 컴퓨터 공학 클럽
시험점수 : IB 43, SAT 1580
합격 대학 : 콜롬비아
전공 : 공대
                              

지은양은 IB 예상점수 44로 콜롬비아 대학에 지원하였으나
waitlist에 올랐습니다.  QC에서 에세이와 학교 선택 등에 대한
도움을 받고, waitlist에 오른 후 3 개월 동안 최종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 강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잘 짜여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였
고, 두 개의 컴퓨터관련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여 결국 합격 소
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Charlotte Quek
콜롬비아

자연과학

James Leong
하버드

경제학

Fung Tan
UC 버클리
심리학

Danny Yu
노스웨스턴

공학

 

Jason Tan
옥스포드

경제 경영학

Sheeren G
캠브리지

컴퓨터 공학

Danny Huang
런던 LSE
경제학

How Au
듀크

기계공학

Leon G
싱가폴 NUS
의학

멘 토  프 로 파 일

QC의 전체 멘토 리스트는  https://qconsultancysg.com/our-mentors/ 에서 확인하세요. 



방문상담: 월~금, 10:30~7:00PM / 카카오상담 ID: QE9222

QE 대표상담: (+65) 6100 9338 / 한국어상담: +65 9892 9222

이메일 주소: enquiries@qeducation.sg

홈페이지: https://qeducation.sg/kr

학원주소: 545 Orchard Road #14-09 Singapore 238882

큐이학원

카카오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