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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KSOME HALL ASIA

ADMISSIONS GUIDELINES

OUR VISION - To be the pre-eminent educational community of globally minded learners and leaders.

OUR MISSION - Each day, we challenge and inspire girls to love learning and to shape a better world.
자주묻는 질문
입학 대상 선발 기준이 어떠한가요?
학생이 학업에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각
학년에 맞는 수준의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유치부는 그룹 놀이 수업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1학년 - 5학년 학생들은 간단한 수학
문제풀이, 글짓기, 읽기, 그리고 6 학년이상
학생들은 교내 필기시험 또는 SSAT 시험점수와
면접을 통해 평가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의
입학 시험 성적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온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표준 지표가 될
것입니다. 4학년 이상의 경우, 입학 평가 시험
외에 최근 2년간의 생활기록부, 영어/수학 교사
추천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외국인 학생도 입학 가능합니까?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bout Branksome Hall Asia

IB Program

제주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를 소개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1903년에 설립된 캐나다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브랭섬홀의 유일한 해외 자매학교입니다. 오랜 전통과 가치를
자랑하는 브랭섬홀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더불어
정신, 건강,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통합 교육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아이비 리그(IVY League) 대학을 포함한
전 세계 75개국의 3,000여개 대학에서 우선 입학 평가 항목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인 IB
PYP, 중학교 교육과정 IB MYP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IB DP를 IB
사무국로부터 모두 공식 승인 받고 현재 IB 월드 스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브랭섬홀 아시아의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상호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간을 가지게 하는 학습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신장시키고 도전 의식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완벽한 학습 공동체 안에서 여학생들이
풍요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철저한 학습
프로그램과 수준 높고 폭넓은 교과 외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가능성들을
제시해주고, 학생들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키워내고자
노력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의 우수한 환경은 학생들이
상호존중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브랭섬홀
아시아는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는 남녀공학, 6학년부터 12
학년까지는 여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
1,212명으로 2012년 10월 개교 이후, 현재 약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대지면적 9만 5천
m2의 규모로, 웰니스 센터,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STEM-V 센터,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첨단 보안 설비를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국제학교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의 목표는 학생들이 건전한 판단력을 기반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고 글로벌한 커뮤니티 내에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교육 및 전문적인 사회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이 세계 유수 대학교 진학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교생의 약 15%가 외국인 학생이며 출신
지역은 중국, 캐나다,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러시아, 일본 등 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학생 모집을 할 것이며,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학자금 지원 및 장학 제도가 있습니까?
신입생 장학 시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전액 혹은 부분 학비가
지원되는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생은 서류
전형, 에세이 시험,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선발
됩니다. (매해 8월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자만
해당)

학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브랭섬홀 아시아는 8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제 입니다. 여름방학은 6월 중순부터
약 두 달 정도 되며, 겨울방학은 12월 중순부터
약 3주간으로 여름방학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학급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학급 정원은 유치부의 경우 15명, 주니어
스쿨은 18명, 미들 스쿨 20명, 시니어 스쿨은
22명입니다. 학급 수는 학년당 1 - 4개
반입니다. 한 학급당 보조교사를 포함하여 2
- 3명의 교사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부
• 오전 8시 15분 – 오후 3시 (방과후 활동 포함)
1학년- 5학년
• 오전 8시 15분 – 오후 4시 (방과후 활동 포함)

6학년 - 12학년
• 오전 8시 15분 – 오후 3시: 정규 수업
• 오후 3시 – 오후 3시 30분: 자율 및 보충 수업
(Flex time)
•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특별활동
수업

통학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통학버스는 신청 시 이용이 가능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학
버스는 오전 7시 ~ 7시 15분 사이에 출발하며,
학교 도착 시간은 오전 7시 55분입니다.
(유치부 이용 불가)

기숙사의 왕따 문제는 없습니까?
왕따 문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캐나다 본교의
지도 노하우를 이어받아, 엄격한 기숙사 규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엄중한 지도와 단계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인을 존중하는 정신과 책임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브랭섬홀 아시아의 교과 과정은
무엇입니까?
본교의 전 교육과정 (유치부 - 고등교육과정)은
IB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초등교육 과정인 IB PYP (IB Primary Years
Program), 중등교육 과정 IB MYP (IB Middle
Years Program)와 고등교육 과정 IB DP (IB
Diploma Program)는 IB 사무국 (IBO)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IB
학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진,
교사 연수 예산, 소장 도서, 교육 실행 등과
관련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상세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www.ibo.org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IB School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IB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사 채용은 학교 임원 및
교장단이 직접 해외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학교에서의 경력, IB
교육 이수 여부, 지원자의 자격이 IB 사무국의
기준에 준하는지를 고려하여 교사를
채용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나요?
IB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교과서만을 사용
하지 않습니다. 주니어, 미들, 시니어 스쿨에는
IB 커리큘럼 및 교재를 직접 연구 및 개발하는
선생님 (코디네이터)이 있으며, 다양한 교육
어플리케이션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T
기기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IT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에 특별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IB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C.A.S.E. (C: Creativity,
A: Action, S: Service, E: Enrichme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 및
문화, 미술, 음악,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S.E.(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합니까?
C.A.S.E. 프로그램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념과
달리, 정규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업을 위한 복장이나,
도구, 또는 외부시설 이용 및 외부강사가 수업할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M-V 센터는 무엇입니까?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Visual
Art(시각 예술) 수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주니어 스쿨, 미들/시니어 스쿨 건물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캠퍼스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공분야가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여학생들에게 직접 실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IB DP를 취득한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IB DP가 대학 생활에
있어 최고의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기관리와 독립적인 연구 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력, 상호문화 능력을
지니고 스트레스 조절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계발과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갖추게 합니다.

국내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까?
제 2외국어로 어떤 언어를 배웁니까?
수업 및 활동은 영어로 진행되며, 그 외에도
중국어, 스페인어 등 클럽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외국어를 배움과 동시에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브랭섬홀 아시아의 한국 학생들은 국어와 국사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국내 학력을 인정
받으므로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국내대학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At Branksome Hall Asia, we nurture the development of a global perspective and a deep commitment to community service, which benefits all students as they discover their strengths, their broader community, and the world.

BRANKSOME HALL ASIA

ADMISSIONS GUIDELINES

2018 - 2019학년도 입학 전형

지원 가능 연령

(2018년 8월 입학 기준)

생년월일

학년

생년월일

학년

2014.09.01 ~ 2015.08.31

JK Prep

2007.01.01 ~ 2007.12.31

G5

2013.09.01 ~ 2014.08.31

JK

2006.01.01 ~ 2006.12.31

G6

2012.09.01 ~ 2013.08.31

SK

2005.01.01 ~ 2005.12.31

G7

2011.01.01 ~ 2012.08.31

G1

2004.01.01 ~ 2004.12.31

G8

2010.01.01 ~ 2010.12.31

G2

2003.01.01 ~ 2003.12.31

G9

2009.01.01 ~ 2009.12.31

G3

2002.01.01 ~ 2002.12.31

G10

2008.01.01 ~ 2008.12.31

G4

2001.01.01 ~ 2001.12.31

G11*

*NOTE: 2017 - 2018 학년도 11학년 및 12학년 입학은 IB 스쿨 재학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이중국적 포함) 미취학 아동 및 국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은 반드시 위 연령표를 따라야 합니다.
- 지원자의 재학 학년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수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원자의 경우 입학학년을 입학사무처로 (admissions@branksome.asia) 문의 바랍니다.

각 학년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전학년

추가서류
1학년 - 3학년

추가서류
4학년 - 12학년

• 입학지원서 (사진1장 부착, 영문으로 기재 – 주소만 한글기재 가능)
• 여권 사본 제출 (여권소지자에 한함)
* 외국 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여권사본 제출 필수
• 입학전형료 입금 및 확인증 첨부 (25만원: 환불불가)
• 최근 2년간의 생활기록부 (국문 원본 대조필)
* Grade 1 지원자 중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최근 2년간 생활기록부 (국문 원본 대조필)
* 8 – 11학년: 국문인 경우 영문번역공증 후 제출
(외국학교의 경우 최근 2년간 REPORT CARD /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번역공증 후 제출)
• 수학 및 영어교사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영문 학생 프로필 (양식 다운로드)

평가절차

유치부 (JK Prep - SK)

•
•
•
•

서류 접수
입학 평가시험
학부모 면담
시험 결과 검토

1학년 - 5학년

•
•
•
•

서류 접수
입학 평가시험
학부모 면담
시험 및 서류 종합 검토

6학년 - 12학년

•
•
•
•

서류 접수
교내 필기시험 또는 SSAT
학생 인터뷰 (1:1, 20분 소요)
시험 및 서류 종합 검토

BRANKSOME HALL ASIA

ADMISSIONS GUIDELINES

2018 - 2019학년도 입학 전형

학년별 학비 및 추가비용

입학전형 순서

학년

금액(연간)

1:

학교 홈페이지 방문
www.branksome.asia

2:

지원서 작성

3:

구비서류 준비

4:

전형료 25만원 입금

5:

지원서 접수

KRW17,575,000
Plus USD11,430

PYP 초등교육과정
JK Prep - 5학년

MYP 초등교육과정

KRW19,786,000
Plus USD12,700

6학년 - 10학년

DP 고등교육과정

KRW20,259,000
Plus USD13,970

11학년

DP 고등교육과정

KRW21,519,000
Plus USD13,970

12학년
입학금
환불 불가

KRW3,000,000

기숙사
선택

KRW21,886,000

기숙사 등록비
선택, 환불 불가

KRW500,000

통학버스
선택

KRW2,800,000

2017 - 2018 학년도 기준 (식대 및 현장학습 비용 별도 청구)

문의
입학사무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0층 (우편번호 06164)

(온라인/우편/이메일/방문 접수)

Telephone: +82.2.6001.3840 - 서울
Telephone: +82.64.902.5000 - 제주
E-mail: admissions@branksome.asia

School Website

Apply Online

6:

입학 시험

7:

합격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