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교육실습 후보자 모집 공고
Ⅰ

선발 개요

□ 선발 인원: 2명
□ 실습 시기: 2020년 1월 혹은 7월 중 선택하여, 4주간 파견.
□ 파견 학교
- 소속 대학: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립교육원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Republic of Singapore)
- 실습 학교: 중등교육기관 (Secondary School)
※ 싱가포르 교육부가 차후 배정
※ 초등 파견 불가
□ 파견 가능 전공 (단일 혹은 통합과목 지원 가능)
- 물리, 생물, 수학, 역사, 영어, 지리, 체육, 화학

Ⅱ

지원 자격

□ 지원 자격 (모두 만족)
○ 교육실습 이수 경험이 없는 자
○ 파견시점 기준, 교육 실습 수강 자격을 만족 하는 자
- 학부: 4학년 1학기(7학기 이상) 등록자이며 동시에 98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 대학원: 3학기 이상 등록자
○ 파견시점 기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자
(1월 파견의 경우 2019-2학기 등록자, 7월 파견의 경우 2020-1학기 등록자)
○ 지원시점 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이수자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이수자
○ 국제협력본부 혹은 사범대를 통한 교환학생 파견 경험이 없는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 2.7, 대학원과정 3.3 이상인 자

Ⅲ

모집 계획

□ 제출 서류
1) 지원서 (별첨) 1부.
2)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스캔본 1부.
※ (교직/인증 – 인적성 검사결과에서 프린트)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수료증 스캔본 1부.
4) 성적증명서 스캔본 1부.
5) 영어 공인 성적표 스캔본 1부.
▢ 제출 방법
○ 2019.09.27.(금) 14:00 까지 jecho3@snu.ac.kr 으로 메일 제출
○ 접수 처리 후, 차례로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후보자 발표: 10월 초 예정

Ⅳ

유의사항

□ 학점 인정
○ 학점인정 가능 교과목: 학교현장실습 (2학점)

※ 본 파견으로는 중등교육실습(4주)만 인정되며,
초등참관실습(1주)는 지원자가 별도 이수하여야 학점 인정됨.
※ 귀국 후 지원자가 직접 학점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함.
※ 학점인정 심의는 학기별 1회 진행됨으로, 졸업 등에 있어 유의바람.

□ 비용
- 교환학생 신분으로 파견되기에, 현지 대학 등록금에 한하여 면제됨.
- 그 외 기타 모든 비용 (주거비, 생활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하여 직접 납부.
- 주거 마련, 비자 신청 등의 파견 절차에 있어 지원자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

□ 비고
- 사범대에서 후보자로 선정되어도, 난양공대 국립교육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교육실습 수강 자격 미달, 학기 미등록 등 파견시점에 중대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차후 파견이 취소될 수 있음.
- 적격 지원자 미달 시에 한하여, 2020년 7월 파견 후보자 차후 추가 모집 예정
▢ 문의: 사범대학 기획실 조재은 Tel. 02-880-8872, jecho3@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