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 교육자양성과정 지원서 

Post-Graduate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Education for IB Educator Certificate Programme 

지원사항 

Application 

Information 

과정명 

Applying Course  

IB국제교사자격증과정 

(Graduate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Education for IB Educator Certificate)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명 
Name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여권사진규격 
*passport style photo 

한글(Kor.)   

영문(Eng.)   

주민등록번호 

(ARC No. or Passport No. 

if applicable) 

 

 

* For non-Korean applicants, copy of passport must be 

attached  

주 소 
Current Address 

(우편번호 Zip code:          ) 

 

이메일 
E-mail 

 연락처 

왓츠앱 사용유무/WhatsApp. (if you have, ) 

Yes(있음) □ No(없음)□ 

Mobile number 

ㅊ Country code (+      )       

학력사항 
Education 

Background 

구분 
Degree 

대학교(원) 
School 

학과 
Major 

졸업성적 
CGPA/max. GPA  

학위명 
Department Name 

졸업년도  
Date of Graduation 

학사 
Undergraduate 

  /   
년   /     월 

Year     /    Month 

석사 

Post-graduate 
  /   

년   /     월 
Year    /    Month 

경력사항 
Work 

Experience 

기관명 (Company contact) 경력기간 (Period)  직위 (Position) 

 ∼  

 ∼  

자격사항 
Teaching 

licence/ 

certification/ 

registration  

 

자격(면허)명 
Qualification (licence name) 

취득연월 

Date of acquisition 

만기일                 

Expiry date(if applicable) 

발행처 
Issuing agency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년 YY     월MM      일DD 

 

지원자 Name 서명 Signature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귀하 

Dean of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NAMSEOUL UNIVERSITY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Agreemen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항목별 동의 및 확인여부를 □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 필수 

Please place check marks in the designated boxes to indicate consent and confirmation for each item. 

A signature at the end of this consent form is required for submission.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IBDP 교사자격증과정 지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If you select the disagree option above, you will not be able to apply for the IBEC Progra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수집된 개인정보는 IBDP 교사자격증과정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IBEC Program and is never used 

for any other purpose. 

▪ 개인정보의 종류/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사본, 여권사진, whatsapp 앱 설치여부,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

화번호,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대학교(대학원), 입학 및 졸업(예정)연도, 출신대학교(대학원)) 성

적, 경력사항(기관명, 경력기간, 직위), 자격사항(자격(면허)명, 취득연월, 발행처) 등 

-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copy of passport, passport style picture, passport 

number, address, 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information regarding whether whatsapp application is  

used or not, e-mail, school information (e.g., financial education background classification, school year, year of 

graduation, graduate school), grades, experience (e.g., agency, company, career period, position), qualifications 

(e.g., license, certificates), etc.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BDP 교사자격증과정 운영(입학, 실습, 수료, 자격증취득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to operate the IBEC Program (e.g., admissions, practicum, completion of program, 

certificate application and acquisition, etc.).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Period of reten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If personal information becomes unnecessary, such as the lapse of th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retention 

and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destroyed without delay.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collect and use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IBDP 교사자격증과정 지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If you select the disagree option above, you will not be able to apply for the IBEC Program.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IBDP 교사자격증과정 운영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근

거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e.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is collected for the operation of the IBEC Program (Evidence Act: Article 7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ird parties as follows: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Purpos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 

Providing private 

information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Period of 

possession and use 

of the recipient 

기타 

Misc. 

IBO 실습기관 

IBO-approved 

practicum 

venue 

IBDP 교사자격증 운영, 현황, 

실습,  수료생 자격증 취득 등 

Operation of IBEC Program, 

program status, application 

for IB Educator  

Certificate, etc.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Only information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will be used 

among information agreed 

to be collected and used.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Until processing 

objectives have 

been achieved.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IBDP 교사자격증과정 지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If you select the disagree option above, you will not be able to apply for the IBEC Program.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수집 및 이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As stated above, I hereby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Namseoul 

University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년YY     월MM     일DD 

 

 

     지원자/Applicant’s name:                 서명/Signature: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귀하 

Dean of Namseoul University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