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th October  2018 

2021년도 졸업생들을 위한 
IB 개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IBDP)과 
DP 코스 (Certificates) 는 
2021년도 졸업생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IB? 

“...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비 영리 기관입니다” 



- 

... IB프로그램은 문화간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돕는 
호기심 이 있고 지식을  갖춘  배려심있는 젊은이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489&cid=43667&categoryId=43667


... 학생들이 전세계에서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수 있는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IB 학습자 프로필은 21세기의 학습 성과로 변환되는 IB mission 
statement 입니다. 
 

•  IB 학습자 : 
• 탐구 
• 지성 
• 생각 
• 의사전달자 
• 도덕심 
• 오픈마인드 
• 배려심 
• 용기 
• 안정적 
• 깊은 사고 

IB 학습자 프로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 (IB)와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DP) 

세계 고등 교육 기관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IB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함으로 

대학교 입시, 학점, 장학금, 그리고 다른 입학과 관련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IB 학생들은:  
 
• 대학진학 후 가장 높은 GPA 
• 대부분의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 

• 4년 안에 졸업 
• 대학원 입학 
• 높은 대학 성적 
        

 
 
 

 
 
IB 학생들– 대학 입학 준비 
 
 U.K. Universities: IB students perform better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HESA) study, May 2015 

“42 IB World Schools Make U.S. News & World Report Top 100” 
                           Wed, May 9, 2015  

http://www.prnewswire.com/
http://www.prnewswire.com/


•영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 모두,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배우는 것이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것에 동의합니다.  
 

• Admissions officers believe that the DP is the route that most 
encourages independent inquiry among its students (95%), compared 
to A Levels (48%).  입학처는 DP(95%)가 A 레벨(48%)과 비교할 때 
independent inquiry 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비율의 (63%) 입학사정관들은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DP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생들에게 기여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11/28/2018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 IBDP 학생들은 여섯개의 그룰 에서 
한 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그 그룹들은 언어와 문학, 
언어습득, 사회과학, 실험과학, 
수학, 예술과 선거 입니다.  
 

• 240시간 이상 교육 받은 HL -Higher 
Level 학생들이 3과목을, 그리고 
150시간 교육 받은 SL - Standard 
Level  학생들은 나머지 과목을 
수강합니다.  
 

•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또한 세가지 
핵심 요소인 에세이 및 커뮤니티, 
활동, 봉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The IB Grading System 

 
 7 Excellent 

6 Very Good 

5 Good 

4 Satisfactory 

3 Mediocre 

2 Poor 

1 Very Poor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 6 x 7 = 42 점 
 
여섯 과목x 7 (최고점)  
 
 
 
• 42 + 3 = 45 
 
42 + 3 가산점= 45 (최고점)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The Core 은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DP 학생들에게 
필수적입니다.  
 
IB 지도 교사, Mrs Warrier 담당의 
Theory of Knowledge & The 
Extended Essay 수업 
 
 
 
 
 
 
 
coordinated by Mrs Mazie 담당의 
Creativity, Activity, Service  (CAS) 
수업 
 
 
 
 

 



Theory of knowledge 
(TOK) 는 학문 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비판적 사고에 관한 
과정입니다.  
 
과제: 에세이와 
프리젠테이션 
 
 
 

Theory of Knowledge 



The Extended Essay (EE) 
는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외부적으로 
평가 되는 독립적인 
연구 프로젝트 입니다.  
 
최대 4,000개의 단어 
길이로, 높은 수준의 
연구와 쓰기 능력, 지적 
발견과 창의성을 
장려합니다. 
  

Extended Essay 



The TOK & EE 표 
 



Creativity, Activity, Service 
(CAS) 는 개인 및 대인 관계 
개발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 및 서비스 학습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CAS 예술에 대한 참여, 
창조적 사고, 건강한 생활 
방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장려합니다. 
 

Creativity, Activity, Service 



• 학생들은 여섯개 과목까지 
수강할수 있습니다. 
 

• 그룹 코스는 TOK 와 EE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CAS에 참여합니다. 

 
• TOK를 공부할지 Extended 

Essay 를 완성할지는 대학 
요구조건에 맞춰 
결정합니다. 
 
 
 

 

 
IBDP 코스 (Certificates) 
 



샘플-      IB 과목: 2021졸업생 
BLOCK ONE 
English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B 

BLOCK TWO 
Other Languages 

Chinese A: Language & Literature 
German A: Language & Literature 
Korean A: Literature 
French B 
Mandarin B 
Spanish B 
French ab initio (SL only) 
Mandarin ab initio (SL only) 
Spanish ab initio (SL only) 

BLOCK THREE 
Individuals and Societies 

Economics 
Geography 
History 

BLOCK FOUR 
Sciences 

Biology 
Design and Technology 
Physics 
Sports, Exercise and Health Studies 

BLOCK FIVE 
Mathematics 

Mathematics: Application & Interpretation 
Mathematics: Analysis & Approaches 

BLOCK SIX 
The Arts or Optional Subjects 

Chemistry 
Computer Science 
 Music  
Physics 
Psychology  
Visual Arts 



• 2018년도 에는 51명의 IB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 가장 고득점인 45 점을 받은 학생은 전세계 0.44%의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 또 다른 학생은 44점을 얻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0.89%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 16% 의 BSB 학생들은 40점 이상 달성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위 점수를 받은 10% 이상의 결과 입니다.   

BSB IB 결과 : 2018년도 졸업생 



• 35%의 BSB 학생은 전 세계적으로 22.61%를 
초과하는 2개국어를 사용하는 디플로마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정말 높은 
결과입니다. 

 
• DP 통과율이 88.4% 증가했습니다. 
  
• 평균 34점은 전 세계 평균 29.78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입니다.   

 

BSB IB 결과: 2018 졸업생 



• BSB 평균 성적 5.84, 전세계 평균 성적4.81 

 

• 처음에 EAL학생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은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BSB IB 결과: 2018 졸업생 



IB Art 
BSB Shunyi 
졸업생Junho Huang 
과Nikita Jin학생들은 
Central Saint Martins, 
UK 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B Art Exhibition 2017 



대학의 역할& 대학진학담당 선생님들 
BSB 는 여러분이 ‘최고의’ 대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님 상담 세션 

• IGCSE/IB 코스 가이드라인 

• SAT/ACT 조언 

• 지원서  

• 자기소개서와 에세이 검토 

• 인터뷰 준비  

• 학업 성적표 준비  

• 학업 추천서  

• 대학 방문 준비 

• 여름학교 정보 안내 

 

Brian Chesher            Kate Park 
 



다음 세션 안내 
October 2018 
 
• 프리젠테이션 
• Y11 Assembly 
• Initial Course Selection Form (IBDP/GC ) 
 
• Initial Course Selection Form은 11월 14일까지  
      Mrs Upsall 오피스에 제출 바랍니다. 
 



다음 세션 안내 
2018년 11월 20일 
 
IB 과목 선택 저녁  
각 부서의 담당 선생님들이 과목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IB Course 선택 양식 

 



다음 세션 안내 
Term 2 
 

• IB 코스 선택 양식 제출 
• 학생들은 Mrs Upsall에서 제출합니다. 
 
  
• 학생피드백은 Y11 Tutors and HOY로 부터 
모아졌습니다. 



연락처 
 

 
 
 
 
 
Mrs Jennifer Upsall 
Assistant Head of Secondary & IB Coordinator 
 
jennifer.upsall@britishschool.org.cn  
 
 

mailto:jennifer.upsall@britishschool.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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