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ssions policy 입학 정책
  
  
학생의 자격은 이사회의 정책과 주재 국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목표나
능력이 학교의 목표와 크게 다를 경우,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비용으로 특별 보충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Residency  거주
AISC등록 학생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인도에 임시 거주해야 합니다.      AISC는 등하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부모가 첸나이 외부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Non-‐discrimination  차별 금지
첸나이 미국 국제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고,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협박,  차별,  신체적 손상,  폭 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합니다.  학교는 학습 과정,  
진로지도,  진학 입시 준비,   체육 및 과외 활동에 있어서 성별,   인종,   국가 또는 민족,  성적 성향,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이 같은 목표는 학교 규정,   커뮤니케이션 및 직원 개발
기회들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학생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국가나 인종에 근거하여 학교에
입학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또는 민족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대우,  
평가 또는 기타 고려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정책 또는 주재국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정의된 범위 내에서,  학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물리적
공간,  훈련된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영향들을 포함한 교내 자원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장애 학생 입학을 허용합니다.  

Admissions  standards  입학 기준
모든 경우에 입학처장 및 학교장의 입학 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1)     학생은 학교의 학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은 자신의 이전 학교에서 용인되는 행동을 보여 주었다.  
(3)     학교는 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학생은 학교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    우리가 함께 다양하고 역동적인 세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공헌을 하기 위해 용기,   자신감,   창의력과 동정심을 가진 모든 학생들이 힘을 실어주며 배움에 대한 사랑을

고취한다.  

  

Priority  system  입학 우선 정책
학교의 사명선언문에 따라,  첸나이 미국 국제학교는 입학의 일반적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우선 순위
범주 (1)  지 원자들의 입학을 보장합니다.   입학 정원 자리가 남게 되면,  학교는 각 범주 내 입학 원서 제출
완료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우선 순위 범주에 의해 지정된 순서에 따라 다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합니다.  
(1) 미국 정부 직원의 피부양자,  AISC  교직원의 피부양자
(2) 미국 시민권자
(3) 현재 첸나이 미국 국제 학교(AISC)에 재학중인 학생의 형제 자매
참고 :    형제나 자매가 EAL(부가 언어로서의 영어교육)  서 비스가 요구되고 해당 서비스가
모두 찼을 경우,  입학 심사는 다음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지원자는 해당 학년 및 EAL  자리가
있을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4)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또는 학업 성적 및 AISC  영 어 능력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력이 증명된
비미국과 비인도 여권 소지자
(5) EAL(부가 언어로서의 영어교육)이 필요한 비미국과 비인도 여권 소지자.
참고 :  해당 EAL  서비스가 모두 찼을 경우,  입학 심사는 다음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해당 학년 및 EAL  자리가 있을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6) 적격한 인도 시민권자(인도 신청자의 자격 기준 참고)

Age  requirement  and  grade  placement  나이 조건 및 학년 배치
우리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에서 온 등록 가족들이 AISC의 학년 명칭,   교과 과정,   지침이 생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처음에 학생의 실제 등록 나이 이상의 학년 배치로 자신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학습의 강도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궁금해합니다.   사실,    AISC를
선택하면서,  당신은 도전적인 교과 과정과 사회,  정서,  음악,  운동 발전을 위해 많은 포괄적인 기회들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명백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록을 선택한 것입니다.      등록월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학년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학교년도의 8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학교가
요구하는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학년별 입학 최소 연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학생

나이 가이드 라인

또는 그 이전 *  

Early Years 3  예비학교 3  

3  years  만 3세

August  31 8  월 31  일

Early Years 4    예비학교 4  

4  years   만 4세

August  31 8  월 31  일

Early Years 5 유치원

5  years   만 5세

August  31 8  월 31  일

Grade  1      1  학년

6  years   만 6세

August  31 8  월 31  일

st    

st    

st    

st    

*예비학교 3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아이가 상기 최소 연령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화장실 훈련도
요구됩니다.

이외 다른 학년의 입학 기준은 연령뿐만 아니라,   학교성적,   학업성취도,   학년 교육과정 수료와 미국
교과과정의 연속 학습 여부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고등학교의 배치는 학생의 입학 시점의 나이와
동시에 이전에 취득한 고등학교 학점에 의해 결정 되어질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일반 졸업
연령보다 2년 이상 초과하는 학생들은 보통 입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월/2월에서 11월/12월까지 달력년도를 학교년도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온 지원자들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남미,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자신의 현재 학년 수준을 연장해 입학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8월 등록 신청자는 현재 재학중인 학년으로 신청해야 하며,  1월 등록 신청자는 바로 마친
학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최소 연령 요구 사항에 대한 모든 예외는 상담 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결정합니다.   모든 경우에
입학 및 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은 입학심의위원회에 달려 있다.  

English  as  Additional  Language  Admissions  Policy  
부가 언어로서 영어교육(EAL)  입학 정책
AISC는 인적 자원과 자격있는 EAL교사들의 높은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NESA지역의
학생들에게 인구통계학적 상황에 부합하는 영어 습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AL  전문가와 학급
교사들은 주요 학습 환경으로 추가 언어 습득과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AISC는 미국 교과 과정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다문화 교육기관입니다.   영어가 교육과 의사
소통의 기본 언어입니다.   AISC는 첸나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장은 입학 및 학급 배치를 위해 학교 전반에 영어 활용 능력의 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어 활용 능력은 9-‐12학년 입학 과정의 일부로 측정됩니다.  
11-‐12학년 학생들은 학습의 강도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11학년 전에 EAL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요구하는 학업 환경에서의 성공을 확신하기 위해 EAL  학생들은 학업 영어와 자신의 학업
성적의 수준에 따라 9-‐12  학 년으로 입학이 허가됩니다.   9  학년 지원자는 입학을 위해 중간
수준 이상 영어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0  학 년 지원자는 입학을 위해 고급 수준의 영어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8학년 학생들의 경우,  영 어 활용 능력은 입학이 결정된 후 측정됩니다.   이 자료는 학생이
입학하는 부문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Indian  applicants  인도인 지원자
첸나이 미국 국제학교는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 학교로 외무부 장관 (MEA)에 의해 승인됩니다.   인도
국민에 대한 학교의 입학 정책은 인도정부 외무부 장관 (MEA)의 규정에 의해 적용 받게 됩니다.   AISC에
입학을 희망하는 인도 국민 /  여권소지자는 MEA에서 정한 다음 3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은 미국/국제 교육시스템에서 와야 하고 또 미국/국제 교육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 학생의 부모는 2~3  년의 기간 동안만 인도에 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3. 학생은 교육의 중대한 단계에 있어야 하고 AISC에서 학습이 학생의 교육에 중요해야 합니다.
1.

Admissions FAQs 자주 묻는 질문들
Q. 언제까지 입학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정해진 입학 신청 기한은 없으나 첸나이에 주재할 계획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제반 입학 관련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수시 입학이 가능합니까?
네. AISC는 수시 입학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5월 첫째 주까지 지속적으로 수시 입학이
가능합니다.

Q. 신학년도 입학 사정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8월 신학년도 입학 지원 접수는 (동일년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Q. 한 반의 최대 인원은 몇 명 입니까?
한 반의 최대 인원은 20명이고, 각 학년에 따라 15~20명 내외입니다.

Q. 자녀가 수업 시간 중에 하교할 수 있습니까?
AISC는 수업 시간 중에 학교를 개방하지 않지만, 학생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 시간 중 하교해야 하는
경우 메인리셉션에서 상의해야 합니다.

Q. 급식을 제공합니까?
네. 교내 카페테리아는 학교 수업일 중 개방되고 정식 및 일품 요리 메뉴와 함께 음료와 스낵을
제공합니다. 일품 요리 메뉴는 수영장 근처 학생 매점(I-Hub)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음식 구입은
선불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AISC는 스쿨버스를 운행합니까?
네. AISC는 첸나이의 지리적 특수 상황에 의해 제한된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스쿨버스를
운행합니다. 스쿨버스 이용비는 한 학년동안 학생당 USD 1,250입니다. 스쿨버스는 학생의 거주지별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집 앞까지(door to door pick up service) 운행됩니다.

Q.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오. AISC는 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부모 및 법적 보호자가 첸나이 외부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Q. 수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업시간은 오전 8: 30분부터 오후 3:30분까지 입니다.

Document Checklist 서류 확인 목록
AISC입학 지원 절차는 다음 목록의 모든 것들이 입학처에 도착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입학

지원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e-메일로

제출해야하며(PDF파일로 스캔 후 admissionsdirector@aischennai.org 주소로 보내기), 원본 서
류는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택배로 보내져야 합니다.
Application Form 입학지원서 : 완벽하게 작성되고 서명된 각 학생의 입학지원서
Health Form 건강기록부 : 부모에 의해 작성되어 사인된 것
Physical examination Form 신체검진서 : 의사나 자격을 갖춘 간호사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고 직인 찍힌 것
Academic Records 성적기록표
수강한 과목과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학교의 최소 삼년의 성적 기록(학생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나이인 경우), 고등학생들은 모든 세부 성적 증명서와 지원
시점에 진행 중인 모든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어권 학교의 성적기록표는
공식적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Confidential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지원할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동기, 수행 등을 언급해주는(학생의 선생님이나 행정
직원으로부터 작성된)
현재 학교의 추천서
(부연 설명 : confidential이라 밀봉이 원칙이나, 비영어권 학교 서류의 경우 공식적인
영어 번역 및 공증 필요)
Standardized test scores 표준화된 시험 점수
다음과 같이 기준이 언급된 대부분의 미국 학교나 해외 학교의 것. 만약 학생의
표준화된 점수가 있다면 가장 최근의 것을 제출할 것(몇몇 보기는 다음과 같다 : MAP,
CAT, ITBS, SAT or PSAT)
Passport 여권 : 학생 및 부모의 여권 첫 장 복사본(인적사항면)
Copy of applicant’s Indian Visa지원자의 인도 비자 복사본(비자가 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음)
Photographs 사진 : 학생 사진 2장 및 각 부모의 사진 2장
Employment letter 고용 서류 : 부모가 고용을 목적으로 첸나이에 일시적으로
주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모의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서류
Application Fee입학전형료
미화 400달러 입학 27000 원 서류를 제출할 때 내는 환불 불가능한 금액.
이것은 현금(미화 또는 인도 루피), 수표, 은행 환어음 등에 의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Immunization Record 예방접종 기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