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1.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은 무엇입니까? 

  디플로마 프로그램(DP)은 12~1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공통 대학 입학 

자격(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 의해 설계된 교육과정입니다.  

 

  IB 교육과정을 졸업한 영국 학생들은 보통 영국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며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므로 공부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은 IB 교육과정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훌륭한 초석이 되었으며 특히 준비된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 기술과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국제적인 마음가짐을 습득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말합니다.   

 

  DP 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2 년에 걸쳐 6 개의 과목 (심화 과정 3 과목, 표준 과정 3 과목)을 

공부하고 3 개의 핵심 과목(지식론, 소논문, 창의·활동·봉사)을 통과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에서 

45 점 중 최소 24 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지식론 (Theory of knowledge) 

  지식론은 개인과 공동체가 구축해온 지식에 대한 인식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며 지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지식 구조 및 학문적 지식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논문 (Extended essay) 

  소논문은 학생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지도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연구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독립적인 심화 에세이 과정으로 끊임없는 탐구와 조사 과정을 통하여 연구 과정을 

스스로 익히고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이 가능하게 하며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과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의, 활동, 봉사(Creativity, Activity, Service) 

  CAS 는 학생들이 외부활동을 통해 학문 이외의 삶이나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적 활동, 운동,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며 공부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대학에서 DP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DP 는 국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학 입학 준비 시험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의해 A 와 AS 레벨과 동등하게 간주하며 영국의 모든 대학에 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ibo.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DP 를 공부하기에 적합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DP 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 

속에서 교실 안, 밖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학생을 위한 

도전적인 교육과정입니다.  

 

4. DP 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 이외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학생들은 스포츠팀의 선수로 활약하고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시간 

관리와 조직화는 IB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5. DP 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문 교육을 받습니까? 

모든 교사는 IB 교육기관의 교육자에 의해 전문 교육을 받으며 이는 필수 사항입니다.  

 

6. DP 졸업과 수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DP 의 전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몇 개의 과목만을 수강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수료한 과목의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대학 입학 지원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o.org/


7. DP 는 A 레벨과 같은 다른 대학 입학시험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DP 는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는 2 년간의 포괄적인 교육과정으로 A 레벨과 유사한 대학 

입학 준비 시험이나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DP 는 학문과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요구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고등교육과정이며 지식론, 

소논문, 창의·활동·봉사로 이루어진 3 개의 핵심 과목은 DP 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평가 

방법입니다.  

 

8. DP 가 학생들의 대학 입학 진학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2011 년 고등교육통계기관(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에 의해 실행된 IB 교육과정과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IB 교육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이 최상위 20 위 

안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더 크고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심층적인 연구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득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IB 와 DP 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IB 홈페이지(www.ibo.org)에 방문하셔서 DP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확인하십시오. 

 학교에 직접 연락하셔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교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십시오. 

 IBSCA(International Baccalaureate Schools and Colleges Association) 

홈페이지(www.ibsca.org.uk)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ibo.org/
http://www.ibsca.org.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