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lication for 2021 Entry

Application Guideline

Qualification Criteria  자격요건

기본 자격요건

◦ 한국내 거주 외국인: 한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Basic Qualification Requirements

◦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pplicants must have legally resided in Korea for more than three(3) years.

Selection Process and Required Documents  입학생 선발절차 및 구비서류

◦ 장애 증명 서류(장애인 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중 1부)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이메일

Important Notice  유의사항

◦ Disability Evidence (disabled identification card, disability certificate or a physician's
letter confirming diagnosis

Conditional

1st Review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입학지원서(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본인

및 학부모)

◦ 중∙고등학교 성적표 (영문)
◦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영문)

Stage

1차

2차

조건서류

필수서류

조건서류

UWC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만 16세에서 17세가 적합합니다. UWC 입학년월을 기준으로 최소 만 16세가 되어야하며, 만 18세

이상인 경우 UWC KOREA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령

최소 중등 3학년의 교과과정(미국 9학년, GCSE year 10, MYP year 4)를 이수했어야 하며, UWC IB 프로그램 입학 전 고교 1학년 과
정(미국 10학년, GCSE year 11, MYP year 5)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 력 수 준

내국인, 재외국민과 유학생 또는 한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UWC Korea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 적

Age
Most applicants who apply for UWC's IB programme are between 15 and 17 years of age as students must be at least 16 or turn 16 on
or before the first day of school. If you are 18 years of age or over, please contact UWC Korea to check your eligibility.

Academic
Applicants must have completed third year of middle school(Grade 9 in US, GCSE year 10, MYP year 5) and must completed first year
of high school(Grade 10 in US, GCSE year 11, MYP year 5) prior to enrollment at a UWC school/college

Nationality
Native Koreans / overseas Koreans /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an apply via UWC Korea.

Adress
우편주소

UWC KOREA :
508-ho, Woosung Character 199 Officetel, 118, Eonju-ro, Gangnam-gu, Seoul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우성캐릭터 199 오피스텔 508호 (우: 06295)

02-575-3634

02-572-6525

admission@kr.uwc.org

구비서류

Documents

◦ Official Middle∙High School Transcript (in
English)
◦ Copy of Passport
◦ Copy of Household Registration(in English)

◦ Application Form(Online or by mail)
◦ Agreement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must be signed by the
applicant and his/her parent(s)/guardian(s))

Required

2nd Review Required
◦ Two(2) recommendation letters(1 academic, 1 non-academic)
◦ Essay (further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those who pass the first stage.

3rd Review
Conditional

◦ proof of income (3 years)
◦ property tax receipt (3 years)

◦ Parent(s)/Guardian(s) ID
◦ Household expense questionnaire

Optional ◦ Basic livelihood security certificate ◦ Single-parent family certificate

선택서류

3차

전형

필수서류

◦ 지원자는 한해 1회 이상의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개 이상의 국가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와 글로벌 셀렉션 프로그램에 입학지원서

를 제출하여 복수지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An individual candidate may only submit one application per year to study the IBDP at UWC. An applicant may not apply through two different
UWC national committees or through a UWC national committee and the UWC Global Selection Programme.

◦ 추천서 2부(아카데믹 추천서 1부, 非아카데믹 추천서 1부)
◦ 에세이 1부(주제 및 분량은 1차 합격자에 한해 안내)

◦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3년치

◦ 재산세 납부증명 3년치

◦ 학부모 신분증

◦ 가계지출문진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mailto:admission@kr.uwc.org
mailto:admission@kr.uw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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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m  입학지원서

General Information  기본정보

Academic Information  교육정보

(Select all that apply. 해당되는 유형 모두 선택)

Have you completed any qualifications, or have you been awarded any diploma in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간 자격증,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받은 적이 있나요?

If you selected "yes", please explain :

"예"를 선택한 경우 상세 기재

Are you currently a scholarship recipient, or have you ever been one?

현재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나요?

If you selected "yes", please provide scholarship package details :

"예"를 선택한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해 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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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where correspondence will be sent to you. 우편물 수취가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Gender  성별

Email Address  이메일 Phone Number  전화번호

(including country code 국가번호 포함)

Last Name  성 First Name  이름

(As shown in passport 여권 상의 영문 성 기재) (As shown in passport 여권 상의 영문 이름 기재)

(Optional) (DD/MM/YYYY)

Preferred Name  불리고 싶은 이름 Date of Birth   생년월일

Adress Line  주소

Name of Current School  현재 재학중인 학교명

Nationality  국적 Country of Residence  거주국가

Passport Information  여권 정보

Issued Date  발급일

City  시/군/구 Passport #  여권번호

Expiration Date  만기일

Issued Country  발행국가State/Province  광역시/도

Postal/Zip Code  우편번호

Coutnry  국가

Address  주소

  □ Residencial or Boarding  기숙사학교

Current Year/Grade  현재 학년

What type of school do you attend currently?  재학 중인 학교 유형

Education History (4 years)  지난 4년간 교육 이력

  □ Government-funded school  공립학교

  □ Private school  사립학교

  □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

     □ Homeschool  홈스쿨

     □ Other  기타  :

□  Yes 예       □  No 아니오

□  Yes 예       □  No 아니오

Name of School  학교명 City/Country  도시/국가 Period  재학기간 GPA  평균학점

Please attach a recent 
photo of the applicant

최근사진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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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nformation  의료정보

A disability is an impairment that has (or is likely to have) a substantial, adverse, long-term effect on the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

장애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Do you have any additional health needs (for example: allergies, diabetes)? If yes, please give details.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 또는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알러지, 당뇨 등) 있다면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take any medication, including non-prescription, regularly? Will you bring this medication to the school/ college? Please include
allergy tablets, birth control, vitamis and minerals. 비처방 약물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UWC 입학 시 지참할 예정입니까? 알

러지약, 경구피임약, 영양제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required treatment or hospitalisation for any surgical, medical or mental health condition? If yes, please specify including
dates or time frame. 수술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치료 또는 입원 기간을 포함하여 의료적

조치를 받은 질병 또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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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orm is for internal UWC purposes only. This includes the UWC committee making the selection, the UWC school or college making the
admissions decision and UWC International for monitoring purposes only. The content will be shared with individuals or organisations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medical assessments, care and treatment. 

The information provided will be held in confidence as part of the health record and will only be shared between UWC entities as needed to
appropriately review a particular situation concerning the student. Information may be shared in the form of anonymised data with a UWC entity or
an outside entity monitoring health concerns across UWC on behalf of a UWC entity.

지원자의 의료 정보는 UWC의 내부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는 UWC 국가위원회의 학생 선발과 UWC 학교의 입학 결정 그리고 UWC 인터내셔

널의 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원자가 제공하는 의료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적절한 의료적 판단과 관리 및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
위 내에서만 개인 또는 조직과 공유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학생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적절히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UWC 조직 내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UWC를 대신하여 학

생의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외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나 UWC 내부에서 익명화된 데이터 형태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Do you consider yourself to have a disability(including learning difficulties)? If yes, please give details. 학습장애를 포함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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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Information  기타정보

List 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you participated outside of required classes.  필수 교과 활동 외에 참여한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  교과외 활동

Activity Name 활동명 Position Held 역할 Period 기간 Objective 활동목적

Have you ever had or do you currently have any mental health concern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uicidal thoughts or attempts, self-
harm, eathing disorders(anorexia nervosa, bulimia), disturbance of mood, tought or behaviour? If yes, please give details. 우울증, 불안장애, 자

살사고(생각) 또는 시도, 자해, 거식증 또는 폭식증, 기분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y received care or treatment from a mental health practitioner or facility? If yes, please specify including dates or time frame
and if this was out-patient or in-patient care. 정신건강의 문제로 정신과 의사에게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치료를 받은 기관

및 방문치료 또는 입원치료 여부를 포함하여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How comfortable are you using English?  해당되는 지원자의 영어 능력 수준을 체크하세요.

□  C2. Native Speaker 영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복잡한 환경에도 감춰진 의미

파악 또는 정보들의 요약정리가 가능하다.

□  C1. Advanced 생활과 연관된 광범위한 주제 뿐 아니라 학업에 있어 격식과 비 격식 표현을 구분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폭 넓은 요구사항들과 함축적 의미들도 이해가 가능하고 머리속에서 적당한 표현을 찾기 위한

시간소요 없이 즉각적이고 유창하게 스스로의 생각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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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Upper Intermediate 명확하거나 추상적인 주제나 복잡한 내용의 논점을 이해할 수 있고 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비교적

주저함이 없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학업에 있어 특정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  B1. Intermediate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이해하며 간단히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활이나

여행 중 필요로 하는 일과 상황들에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 희망, 꿈 등에 대해 그

이유나 설명과 함께 간단히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

□  A2. Elementary 보다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으며 날씨, 취미, 직업 등의 주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익숙하고 반복적

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정보교환도 할 수 있다.

□  A1. Beginner 영어 입문수준으로 간단한 자기소개나 익숙한 구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정보파악을 위한 질문 등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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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예  :

□  No 아니오     □  Yes 예

Besides English, what other language(s) do you speak?  영어 외에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까?

 □  No 아니오

Have you visited any of our schoool?  Please select all that apply.  UW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체크하세요.

                     □  UWC Dilijan 아르메니아

                     □  UWC Thailand 태국

                     □  UWC Maastricht 네덜란드

□  UWC RBC 독일         □  UWC Mostar 보스니아             □  UWCEA 탄자니아                      □  UWCSEA 싱가포르

□  UWC Adriatic 이태리

□  UWC Atlantic 영국

□  UWC Changshu 중국

        □  UWC Costa Rica 코스타리카

        □  UWC Mahindra 인도

        □  Pearson College UWC 캐나다

            □  UWC ISAK 일본

            □  UWC-USA 미국

            □  UWC LPC 홍콩

In which country? 어느 국가에서 지원하셨습니까? :

to which school? 어느 학교로 지원하셨습니까? :

Select schools you are most interested in. 가장 관심있는 학교를 모두 체크하세요.

Have you already participated in a UWC Selecction process for entry 2020(WKUSCSA 2021)? If yes, please give details.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지원 이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  UWC RCN 노르웨이         □  Waterford Kamhlaba UWC 스와질란드

How did you hear about UWC?  UWC에 대해 알게된 경로를 모두 선택하세요. □   Friends or family   지인 또는 가족

□   Social Media   SNS, 소셜미디어

□   National Committee   국가위원회

□   Teacher  교사

□   Other   기타   :

□  UWC Adriatic 이태리         □  UWC Costa Rica 코스타리카             □  UWC ISAK 일본                      □  UWC Dilijan 아르메니아

□  UWC Atlantic 영국         □  UWC Mahindra 인도             □  UWC-USA 미국                      □  UWC Thailand 태국

□  UWC Changshu 중국         □  Pearson College UWC 캐나다             □  UWC LPC 홍콩                      □  UWC Maastricht 네덜란드

□  UWC RBC 독일         □  UWC Mostar 보스니아             □  UWCEA 탄자니아                      □  UWCSEA 싱가포르

□  UWC RCN 노르웨이         □  Waterford Kamhlaba UWC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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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Answer Questions  주관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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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인간이 되는 것과 나는 것 중 한 가지 초능력이 생길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2. If an inanimate object could talk, which one would you most lik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만약 사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3. If you can choose a color to describe yourself, which one would you like to chose and why?

      자신을 '색'에 비유한다면 무슨 색인가요? 그 이유는?

We would like you to tell us about your motiveations, your values and what you might gain from a UWC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For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there is no right answer but we do expect your answers to be honest and truthful. Your answer
should tell us about your ideas, interests and experiences in your own words.

당신의 동기와 가치관 그리고 UWC 교육과 IB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등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각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정직하고 진실된 답

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 관심사 그리고 경험 등에 대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세요.

[1~3] Please answer the questions below with no more than three sentences each.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답안은 각각 세 문장 이내로 작성)

1. Which superpower would you choose: to fly or to be invisible? And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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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lease answer the remaining questions. The word limit is 300 words. 아래 질문을 읽고 답하세요. 답안은 300 단어 이내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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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at motivated you to apply to UWC?

       UWC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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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lease answer the remaining questions. The word limit is 300 words. 아래 질문을 읽고 답하세요. 답안은 300 단어 이내로 작성하세요.

5. Tell us about a situation where you were wrong, let yourself down, or failed at something and how you recovered from it.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또는 무언가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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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lease answer the remaining questions. The word limit is 300 words. 아래 질문을 읽고 답하세요. 답안은 300 단어 이내로 작성하세요.

6. You're a scientist - what scientific experiment would you run if money or ethics weren't an issue?

       당신은 과학자입니다. 돈이나 윤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과학 실험을 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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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Guardian Information  부모/보호자 정보

Last Name  성 Last Name  성

First Name  이름 First Name  이름

Relationship to Applicant  지원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Applicant  지원자와의 관계

Civil Status  혼인관계 Civil Status  혼인관계

Occupation  직업 Occupation  직업

Nationality  국적 Nationality  국적

Address Line  주소 Address Line  주소

City  시/군/구 City  시/군/구

State/Provoince  광역시/도 State/Provoince  광역시/도

Country  국가 Country  국가

Postal/Zip Code  우편번호 Postal/Zip Code  우편번호

E-mail  이메일 E-mail  이메일

Phone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화번호

Cell Number  휴대전화번호 Cell Number  휴대전화번호

Applicant Name  지원자 성명

Date  작성일

Applicant Signature  서명

Applicant Declaration 

UWC KOREA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서를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지원서와 증

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합격한 후 지원서 또는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누락 등 부정 행위

가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

니다. 

I hereby declare that I have completed UWC Korea's application form for 2021 selection by myself
and that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correct. In case any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proves to be false or incorrect, it may constitute a reason for revocation of
offer/selection/admittance and I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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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Guardian 1  부모/보호자 1 Parent/Guardian 2  부모/보호자 2

□ Married 기혼   □ Single 미혼 □ Married 기혼   □ Single 미혼

□ Divorced 이혼  □ Widowed 사별 □ Divorced 이혼  □ Widowed 사별

Contact Details  주소 및 연락처 Contact Details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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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gre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개인정보의 수집항목과 보유 및 이용기간

2.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Pursuant to the Privacy Protection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 UWC Korea notifies persons affected and secures their
consent, before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they provide. Please select 'I agree' to confirm that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purpose of the items listed.

- Recommendations(recommender name, phone number, email,
occupation, relationship to applicant, etc.)

2nd Stage
Until the collection
purpose is fulfilled

3rd Stage

- Household expense information(guardian ID,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proof of income and tax payment, bank statement, etc.)
- Other information(proof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ingle parent, etc.)

Until the collection
purpose is fulfilled

Period of RetentionStage Items

- Personal information(name, photo, nationality, passport number,
address, phone number, etc.)
- Academic information(school, name, address, GPA, etc.)
- Parent/Guardian information(name, address, phone number,
occupation, nationality, civil status, etc.)
- Health information(past or present illness, medication, disability,
etc.)
- Additional information(transcript, extracurricular activity,
household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of passport, etc.)

2 years1st Stage

Agreement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UWC Korea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및 목

적 등 내용 확인 후 해당사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차 전형

- 개인 식별 정보(사진, 성명, 국적, 여권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학적 사항(소속 학교명, 학교주소, 학점 등)가족 사항(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국적, 혼인여부 등)
- 의료 사항(과거 또는 현재 질환/질병/장애, 복용약 등)
- 기타사항(성적표, 교과외 활동내역,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기타 증
빙자료 등)

2년

2차 전형 - 추천서(추천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지원자와의 관계 등) 목적 달성시까지

3차 전형

- 장학금 신청 서류(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
산세 납부증명, 계좌거래내역, 가계 지출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목적 달성시까지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the management of the student selection, admission proc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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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reem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3rd Party
    개인정보 제3자 제공

4. Right to withhold Consent of Reten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거부

          □

위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Date  작성일

Applicant Name  지원자 성명 Parent/Guardian 1 Name 부모/보호자 1 성명

Applicant Signature 서명 Parent/Guardian 1 Signature 부모/보호자 1 서명

Parent/Guardian 1 Name 부모/보호자 2 성명

Parent/Guardian 1 Signature 부모/보호자 2 서명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collected and shared for internal UWC purposes only. This includes the UWC
school or college making the admission decision and UWC International for monitoring purposes only. It will be retained
until the collection purpose is fulfilled.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입생 선발 및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I agree with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e consent to collect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 refuse to give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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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he right to withhold consent. In case of refusal of consent to collection of the required information, it may
create a blockage to student application and admittance procedures.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 또는 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합격자 통지 등 신입생 선발과 입학관

리 업무 외 입학 후 학생지원 자료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student support when admitted, including screening,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이는 UWC 학교의 입학 결정과 UWC International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UWC 내부적 용도로만 제

공됩니다. 목적 달성 후에는 폐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