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요강 및 학비 안내
Admissions & Tuition
(2019-20 School Year)

지원자격 및 모집학년 Qulification & Recruitment
➤ 지원자격 :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 모집학년 : 6학년 - 12학년
➤ 2019-20학년도 지원연령표
학년
Pre-Middle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생년월일
6학년

2007.09.01 - 2006.08.31

7학년

2006.09.01 - 2005.08.31

8학년

2005.09.01 - 2004.08.31

9학년

2004.09.01 - 2003.08.31

10학년

2003.09.01 - 2002.08.31

11학년

2002.09.01 - 2001.08.31

12학년

2001.09.01 - 2002.08.31

* 학년별 지원 연령표는
참고사항이며 입학지원
프로세스, 테스트 및
상담결과 등에 따라 입학
학년이 최종 결정됩니다.

입학서류 체크리스트 Application Checklists
⬀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s)
⬀ 전 학년 학교 영문 성적증명서와 생활기록부
⬀ 지원자와 학부모의 여권사본
⬀ 기타 동의서 및 요청서
⬀ Statement of Faith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학교 기록 발급 요청서
⬀ 교사 추천서 2부 (1부는 영어교사의 추천서) * 봉투 봉인 후 학부모 제출 또는 교사 직접 발송
⬀ 공인시험 성적표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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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Application Procedures
1. 지원서 및 서류 제출 Submit Application & Documents
➤ 지원서 : 베일러 홈페이지 (www.valor.co.kr) 다운로드 및 이메일 요청
➤ 구비서류 : 체크리스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성공길 1, 베일러 국제학교 입학사무처
2. 전형료 납부 Pay Application Fee
➤ 입학전형료 250,000원 납부

(국민은행 245301-04-504818 베일러국제학교)
3. 지원 검토 Application Review
➤ 모든 구비 서류 제출 및 전형료 납부가 완료 되면 서류 심사 진행
➤ 서류 심사 완료 후 맵 테스트 및 인터뷰 일정 개별 연락

4. 맵 테스트 MAP Test
➤ 영어 독해 (English Reading) , 수학 (Math) 시험 진행

➤ 컴퓨터를 활용하여 치러지며 각 과목당 1시간 이상 소요

5. 인터뷰 Interview
➤ 학생 인터뷰 : 한국어 인성 인터뷰 + 원어민 선생님과의 영어 인터뷰
➤ 학부모 인터뷰 (한국어)

6. 합격 여부 발표 Notification of Decision
➤ 종합 평가 후 합격여부 개별 통보

7. 등록 Enrollment
➤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등록 절차 진행

➤ 신입생 등록비 (Enrollment Fee) 납부, 등록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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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및 기타 비용 Tuition & Fees
➤ VIS l Valor International Scholars
구분
입학전형료 Application Fee
신입생 등록비 Enrollment Fee
재등록비 Re-Enrollment Fee

수업료 Tuition

비용

비고

250,000원 (환불 불가)

입학지원자 대상 1회 납부

3,000,000원 (환불 불가)

신입생 대상 1회 납부

250,000원 (환불 불가)

재학생 대상
학사년도 등록시 매년 납부

Pre Middle
-8학년
Middle School

20,300,000원 / 1년

9-12학년
High School

21,300,000원 / 1년

* 연간 학비 Academic Yearly Fee
* 일시납 또는 3회분할 납부

➤ GEIC l Global Educational Innovation Center
구분

비용

비고

500,000원 (환불 불가)

신입생 대상 1회 납부

GEIC 연수원
Boarding Fee (3인실)

12,000,000원

Academic Yearly Fee
모든 숙식 및 관리 비용 포함

GEIC 연수원
Boarding Fee (4인실)

9,000,000원

* 일시납 또는 3회분할 납부

GEIC 등록비
Boarding Enrollment Fee

➤ 추가 교육 비용 Additional Educational Fees
구분

비용

비고

ELL Class (영어 기본반)

240,000원 / 1개월

* 영어기준점수 미달시 필수
월-목 정규수업 후
매일 1시간씩 진행

TOEFL 또는 SAT (대학 준비반)

360,000원 / 1개월

주 2회 정규수업 후
고등학생에 한하여 진행

추후 공지

SAT 및 토플 준비 수업
(고등학생필수)

Test Prep Fee 고등학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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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교 비용 Other School Fees
구분

비용

비고

교재 및 재료비
Textbook & Material Fee

200,000원 / 1년

필수 비용

과학실 및 컴퓨터실 사용비
Science & Computer Lab Fee

100,000원 / 1년

필수 비용

크롬북 대여사용료
Chromebook Rental Fee

200,000원 / 1년

필수 비용 (졸업시 환불)

100,000원 / Per Sport / 1년

전문코치 비용은 개별납부

2,000,000원

12학년 대학 전문컨설팅
및 졸업비용

스포츠 클럽 비용
Sports Fees
Senior Fee
12학년 학생만 해당
PSAT 시험 응시하는 경우

20,000원

Mission Trip 미션 트립
견학 / 현장 학습 / 소풍
Excursions / Field Trip
셔틀버스 사용료
Shuttle Bus
식사비용 Meals
학교 앨범 Yearbook

1,500,000원 / 1년 (해외)
600,000원 / 1년 (국내)

국가 선택 및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추후 공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견학,
여행, 문화활동을 포함한 외부활동
및 방과후 주말 프로그램 참여시 각
프로그램별 비용 추가

200,000원 / 1회

주말 셔틀버스 (편도 20회 탑승)

거리마다 비용 상이함

통학 셔틀버스 (담당자확인 필수)

6,000원 / Meal

기숙사 사용하지 않는 학생만
해당되며 이용 횟수만큼 별도 청구

추후 공지

* 학생에 따라 상이한 비용이 별도의 안내와 함께 인보이스로 청구됩니다.

➤ 형제자매할인 Sibling Discount
* 두 자녀 이상 재학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둘째 자녀부터 (나이 순) 다음과 같이 할인 혜택이 부여됨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그 이상의 자녀:

총 연간 학비의 10% 할인

총 연간 학비의 15% 할인

총 연간 학비의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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