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INTERNATIONAL SCHOOL
APPLICATION CHECKLIST
All Grades
(K-Grade 11)

 Application Form (DIS form only): Written in English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Title page with a picture
 Report Card/Transcript: Current and last three school years
-Documents that are written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Have the record
translated in English and translation-notarized

Supplementary Documents  Award Record(s)/Certificate(s): Optional
-Awards included in the report card: No need for additional submission
(Grades 2-11)
-Awards not included in the report card: Up to 6 records
 Standardized Test Score(s): If available, from last two years
-If any, e.g. TOEFL, TOEIC, SLEP, Terra Nova etc.

Recommendation Form
(Grades 6-11)

 3 Confidential Recommendation Forms (DIS form only)
-Principal/Headmaster/Counselor, English and Mathematics teacher
-Grades 6-12 applicants are required three recommendations from current
teachers
-Forms need to be sent directly to DIS by the recommender (email/fax/post) or
in sealed envelopes with the recommender’s signature or school stamp across
the seal

전 학년 공통

 입학 신청서 (본교양식): 영문으로 작성

(유치원-11학년)

 지원자 여권 사본: 사진이 나와있는 면을 제출
-여권은 국적확인 용도이므로 용이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표: 현재학년 포함한 3개년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 영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

별도 준비 서류

 수상기록: 선택사항

(2학년-11학년)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내 수상 기록의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6개 내외로 제출

 공인 영어 점수: 최근 2년 이내 응시
-예. TOEFL, TOEIC, SLEP, Terra Nova 등
-참고 자료이므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교사 추천서

 교사 추천서 3부 (본교양식)

(6학년-11학년)

-교장/교감/카운셀러 1부, 영어교사 1부, 수학교사 1부
-본교양식의 교사추천서를 봉투에 넣고, 반드시 인비처리(서류의 개봉 가능한 곳에
인비도장 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후 밀봉). 본교로 직접 이메일/팩스/우편 제출

Application documents can be downloaded from the Admissions tab: Admissions Download (www.dis.sc.kr).

입학원서는 본교 홈페이지(Admissions > Admissions Download)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All documents must be in English and all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모든 서류는 영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원본포함)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