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anksome Hall Asia
ENTRANCE MERIT SCHOLARSHIP

2017 - 2018

INTERNATIONAL SCHOOL FOR GIRLS



LEARNING     ENTRANCE MERIT SCHOLARSHIP PROGRAM     SELECTION CRITERIA  입학 장학금 선발 기준      LEARNING

1 2

The Branksome Hall Asia Scholarship Program 
seeks students who have the potential to fulfill 
the challenging requirements of the IB diploma 
program. We are now calling for applications 
for Grades 6 to 11 for the 2017/18 academic 
year.

Entrance Merit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new students entering Grade 6 - 11. 
Scholarships are awarded in recognition 
of students’ academic success, leadership 
commitments, co-curricular involvement 
and other talents and achievements. 
Entrance Merit Scholarships range 
between 20% to 100% of tuition fees of  
the first one academic year.

브랭섬홀 아시아 성적우수 입학 장학금 프

로그램에서는 IB Diploma 과정의 도전적

인 요건을 충족 시킬수있는 가능성 높은 학

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2017-18 학년도 

6~11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금 신청

하세요.

성적우수 입학 장학금 프로그램은 2017-

18학년도의 6~11학년에 해당하는 신입생

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의 

학업성취, 리더쉽 역량, 특별활동 참여도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타재능과 성취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신입생에게 지급됩니다. 

성적우수 입학장학금은 입학하는 첫해 수

업료의 20%에서100% 범위입니다.

.

CRITERIA OF PERSONAL QUALITIES

Branksome Hall Asia seeks applications 
from globally minded young people who:

1.  Possess skills necessary to conduct 
purposeful, constructive research.

2.  Are able to make sound decisions and 
to solve complex problems.

3.  Can receive and express ideas 
confidently in English and at least one 
other language.

4.  Have acquired a critical mass of 
significant knowledge.

5.  Have integrity, honesty, and a sense of 
fairness and justice.

6.  Show sensitivity towards the needs 
of others through service to the 
community.

7.  Respect the views, values and 
traditions of other individuals and 
cultures.

8. Give thoughtful consideration to their  
    own learning.

장학생 선발 기준

브랭섬 홀 아시아에서는 다음와 같은 능력

을 갖춘 글로벌 마인드의 젊은 인재를 찾

고 있습니다.

1.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2.  논리적인 판단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3.  영어 및 최소 1가지 기타 언어로 (한국

어 포함) 자신의 의사를 자신있게 표현

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

4.  풍부한 기본지식을 갖춘 학생

5.  성실, 정직, 공평 및 정당성을 두루 갖

춘 학생

6.  공동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

에 대한 배려심을 갖춘 학생

7.  타인의 의견, 가치 및 개개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학생

8.  자신의 학업을 신중히 여기는 학생

APPLICATION PROCESS

1.  Complete application form.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2:00pm April 24, 2017.

2.  Successful students will be invited to 
an essay writing session on May 1 in 
Seoul and /or in Jeju.  Students 
will receive the essay topic on the day 
of writing.  

3.  Finalists will be invited to present to 
the scholarship committee on May 8 
in Jeju or via Skype.  Specific portfolio 
components and details will follow. 

4.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notified 
on May 12. 

장학금 신청 방법

1. 지원서 제출 기한은  2017년 4월 24일 

오후 2:00 까지 입니다.

2. 서류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은 2017년 5

월 1일 입학사무처 (서울) 또는 학교 (제

주)에서 논술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제는 

시험 당일 주어집니다.

3. 논술 합격자들은 학교(제주) 또는 화상

통화(Skype)로 2017년 5월 8일 장학위원

회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며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4.  최종 장학생 명단은 2017년 5월 12일

에 발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