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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NSU’s Practicum for teaching at an IB World School 

자주 묻는 질문: 남서울대학교 IB 월드 스쿨 실습 과정 

 

남서울 국제대학원 IBEC 교사자격증 과정 이수 시, 실습은 어떤 IB 스쿨에서 이뤄지나요? 

남서울대학교와 MOA 를 맺은 실습가능한 IB 스쿨은 다음과 같습니다.  

● Branksome Hall Asia – Jeju Island, Korea: https://www.branksome.asia/ 

● International School Busan – Korea: https://www.isbusan.org/ 

● SMA Sita Hati Christian School – Indonesia: https://www.bchati.sch.id/ 

● Calorx Olive International School – India: https://cois.edu.in/ 

● German European School Manila – Philippines: https://www.gesm.org/ 

 

실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실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4 주동안 이뤄지며,  학교 수업일(일반적으로 오전 8.30 – 오후 3.30, 

월요일 -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CAS 및 기타 IB 관련 시기는 이 시간 외에 있게됩니다. 

실습은 언제 하나요? 

실습시간은 개별상담을 한 후에 실습학교의 일정등을 고려하여 의논하여 정합니다. 

 

*국제학교는 보통 한국의 일반국립/공립/사립 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인 1 월 중순에서 2 월 

중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생 중, 현직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시기 실습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습은 온라인(비대면)인가요, 아니면 오프라인(대면)으로 이뤄지나요? 

해당실습학교에서 코로나 19 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실습은 일반적으로 

대면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 년 1 월 현재 SMA Sita Hati Christian School 은 원격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실습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재 4 개 학교에 150,000 원의 기부금을 해당 실습학교에 지불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1 개 학교(독일 마닐라 유러피언 스쿨)의 경우에는 470,000 원의 기부금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실습비는 남서울대학교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이 직접 해당 실습학교에 

지불하게됩니다. 

실습에는 어떤 것이 수반되는가? 

각 실습학교는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 학교에서 규정한 방식을 따르며, 그 학교에서 우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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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습기간동안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은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자신의 과목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영역 및 핵심 영역에서도 IB 교사의 수업을 참관 

• 실습에 참석하는 시간 및 학생-교사의 신뢰 수준에 따라 스스로 실습생의 수업(과목)을 가르칠 

기회  

• CAS 관련 활동에 참여할 기회 

• 학생과의 (특히 핵심과 관련된) 1:1 작업 수행 

• 학교내 교직원 계획 활동 참석 

• 평가 관찰(Formative & Summative) 

• 연속성 학교에서는 다른 IB 프로그램을 참관(PYP, MYP & CP).  

해당 실습학교에서 숙박, 교통, 비자를 제공하나요? 

실습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숙소와 교통편을 실습대상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강생들의 개별 지출을 통해 이뤄집니다. 해외 IB School 의 경우, 실습학생들의 비자발급과정을 

도울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비자신청 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실습은 누가 해야 하나요? (실습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중등교원자격증 (해외 교사 등록증 포함) 미소지자들은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합니다. 

 중등교원자격증 (해외 교사 등록증 포함) 소지자들에게는 실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실습은 필수가 아님)  

 

어떤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IB 교사자격증 과정을 진행하는 수강생들이 실습학교를 선정할 때에, 

수강생들의 개별적인 스케줄을 고려하여 실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전공과목(수업)과 가장 적합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대상자가 실습학교에서 

실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