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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GUIDELINES 학년 가이드라인
KOREAN SCHOOLS ▶ DIS

Students who have not fully completed their current school year, will enter DIS at that current grade
level. For some students, this may mean repeating a portion of their current grade level.

DETERMINED • INTELLECTUAL • SUCCESSFUL

A D M IS S IO N S PR O C E S S 입 학 전 형 순 서
STEP 1

Online Application Form
온라인 입학지원 홈페이지 방문

STEP 2

Application Supporting Documents
입학원서 작성 및 지원서류 제출

STEP 3

Application Processing Fee
전형료 납부 및 시험일정 조정

STEP 4

Admissions Assessment
입학시험 및 인터뷰

STEP 5

Final Results
합격자 발표

School Website
학교 홈페이지

Apply Online
온라인 지원

TUITION & FEES 등록금 및 제반비용
(All in Korean won)

한국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년을 이수하지 않고 본교로 전학 오는 경우, 재학 중인 동일 학년으로 입학함.
INTERNATIONAL/US SCHOOLS ▶ DIS

Students applying from international or US schools that follow the US school calendar(August-June)
will enter DIS at their current grade.
미국 학제(8/9월 시작, 5/6월 종료)를 따르는 학교에서 본교로 전학 오는 경우, 학년이 자동으로 연계됨.
KINDERGARTEN PROGRAM

Students who have not been enrolled in a school prior to entering DIS will enter the grade appropriate
for them based on the Grade/Age Eligibility Guidelines and the DIS entrance exam and interview.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시험/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학년 결정. 만 6-5.5세 학생들은 유치부에 해당됨.

APPLICATION CHECKLIST 학년별 구비서류
ALL GRADES
전 학년 공통
DOCUMENTS
(Optional)
별도 준비 서류
(선택 사항)
REC. FORM
(Middle&High)
교사 추천서
(중·고등부)

•Online Application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Report Card/Transcript
•Award Record(s)/Certificate(s)
•Standardized Test Score(s)

•Three Confidential Recommendation
Forms (DIS Form)

•입학지원서 (온라인)
•지원자 여권사본
•생활기록부/성적표
•수상기록
•공인 영어 점수

•교사 추천서 3부 (본교양식)

ADMISSIONS CRITERIA 평가항목
ALL GRADES

•Applications and Documents

•입학지원서

전 학년 공통

•Admissions Assessment
(Interview/Writing/Reading)

•입학시험
(인터뷰/작문/MAP 독해)

Grade
Kindergarten
유치부
Elementary School (G1-5)
초등부
Middle School (G6-8)
중등부
High School (G9-12)
고등부

Annual Fee
20,500,000

Others
Entrance Fee
입학금

Annual Fee
3,000,000

24,200,000

Lunch Fee (Average)
급식비
School Bus Fee
스쿨버스비

2,400,000

28,400,000

Residence Fee
기숙사비

8,200,000

22,100,000

0,883,750

FAQS 자주묻는 질문
Q.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Q. 정시/수시 전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적 및 외국거주연한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정시전형은 1학기(8월시작), 수시전형은 2학기(1월

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내국인은 전체 정원의

시작)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내국인

30%(204명)로 선발이 제한되므로 경쟁률이 다소 발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며 각 전형의 지

생할 수 있으며, 연간 두 번 진행되는 전형일정에 따

원절차는 동일합니다.

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생은 학기 중 상시 지
원이 가능하며,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대

Q. 선발 인원은 몇 명인가요?

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으로 처우가 되는 점 참

한국학생의 결원 수에 따라 선발 인원은 각 전형별

고 바랍니다.

로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시전형은 전 학년

Q. 입학시험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25명 내외, 수시전형은 3명 이내로 선발을 합니다.

지원서 접수와 응시료 납부 후, 시험 일정을 조율합

결원이 없는 경우,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일지라도

니다. 안내 받은 응시기간 중 희망일자를 택일 하신

입학후보자 명단에 등재되며 즉시 입학이 어려운 점

뒤, 해당 응시일에 본교에서 시험을 진행 합니다. 시

양해 바랍니다.

험은 영어인터뷰, 작문, MAP독해 시험으로 진행되
며, 소요시간은 1-2시간 내외 (저학년: 1시간 내외

Q. 입학후보자 명단에 등재되면 입학이 가능한가요?

& 고학년: 1시간30분 내외) 입니다. MAP 독해 시

내국인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학후보자 중, 순차적

험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나, 고도의

으로 등록 안내를 받습니다. 입학후보자 자격은 당해

컴퓨터 조작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저학년 지원

년도에만 유효하며 당해 년도 내 결원이 발생하지 않

자도 충분히 응시 가능합니다.

을 시 재 응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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