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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행동 강령
우리는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규칙 및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설정

1.  수업
모든 수업은 일대일 수업입니다. 그룹 수업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 https://teach.italki.com으로 이동한 다음 "강사 설정 > 수업 및 가용성 > 수업 관리"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강의 만들기"를 클릭하고 모든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a. 제목: 수업의 주요 목표를 나타내는 강의명을 선택하십시오(예: 통합 어휘가

포함된 대화형 영어, 초심자를 위한 만다린어 등)

b. 설명: 여기에서 수업을 돋보이게 할 핵심 요소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c. 학생 언어 수준: A1(초보자) - C2(고급/능숙함).

d. "카테고리" 및 "강의 태그"를 설정합니다.

e. 가격은 수업당 책정됩니다.

f. 다양한 유형의 수업 시간(30분/45분/90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분

수업은 필수이며 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g. 패키지: 여기에서 예비 수강생들에게 개별 수업보다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 강사 커뮤니티 강사

최소 및 최대 수업
가격(패키지 포함)

수업당 USD 10 - 80 수업당 USD 5 - 80

최대 코스 수 언어별 6 코스 언어별 3 코스

수업 카테고리 옵션 일반, 회화 연습, 비즈니스,
시험준비, 어린이

일반, 회화연습

*일반 및 회화 연습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수업 유형입니다.

2. 체험 수업
모든 체험 수업은 30분이며 무료가 아니므로 경쟁력 있는 수업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체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권장됩니다.

● 새로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학생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수업 방식을 보여주고 학습 계획을 논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도가 높은 학생을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215325898-italki-Teacher-Code-of-Conduct
https://teach.italki.com


3. 수업 준비
● 잘 준비된 수업은 항상 좋은 첫인상을 남깁니다.
● 학생들은 강사가 잘 준비된 수업을 제공할 때 고마워합니다.강사 연락 양식을 설정하면
학생의 필요와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업 전에 학생과 의사 소통하고 연결하십시오.

4. 예약시간
● 수업은 선호도에 따라 2시간, 6시간 또는 12시간 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요청 창.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업 요청
● italki는 학생을 강사에게 배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강사 찾기" 목록에서 강사를
검색하고 관심이 있는 경우 수업을 예약합니다.

● 수업 요청은 48시간 이내에 또는 수업 시작 시간 이전 중 더 빠른 시간 내에 강사가 수락,
거부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 요청이 만료됩니다.

● 수업 요청을 변경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빈번한 행동이 아닌 한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수업 일정 변경 및 취소
● 수업 시작 24시간 전 이상 : 학생과 강사가 동의하면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이는 italki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업 시작 시간 24시간 이내: 수업 시작 시간 이전에는 일정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수업 종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를 클릭하고 해결 옵션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결석

● 학생에게 사전 통보 없이 수업에 결석할 경우 결석한 수업 수에 따라 "강사 찾기"

목록에서 프로필이 숨겨지거나 비활성화됩니다.

8. 수업 완료 확인
● 수업에 사용하는 비디오 플랫폼에 관계없이 수업 종료 시간 이후에 학생들은 3일 이내에
수업 완료를 확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일 후에 자동으로 수업 완료 확정이 됩니다.

9. 수업 초대
● 수업 초대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학생을 수업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10. 패키지

https://teach.italki.com/console/profile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360020340054-Lesson-request-policy#:~:text=Students%20can%20request%20any%20lesson,start%20time%2C%20whichever%20comes%20sooner.
https://teach.italki.com/console/lessons
https://www.italki.com/teachers/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360020529954-Lesson-Policy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900003688846--Confirm-a-Lesson-and-Leave-Lesson-Feedback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900000107266-What-is-Lesson-Invitation-and-how-do-I-use-this-feature-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900003304686-What-is-a-Package-


● 패키지 수업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패키지 수업을 위한 학습 계획을 준비하면 충성도가 높은 학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달력

● "강사 설정"에서 강사 달력도 설정해야 합니다.

a. 강사 달력은 설정한시간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학생들이 강사의 달력을 볼 때,

학생이 설정한 시간대를 기반으로 강사의 수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b. 수업 시간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예정된 수업이 없는 경우에도

프로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 수업 사이에 휴식 시간(예: 30분 휴식)을 설정하거나 수업 시간에 몇 분 휴식을

포함할지 여부를 학생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d. iCalendar 피드를 사용하여 수업 시간표(예정된 수업)를 Google 또는 Apple

캘린더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e. 자세한 내용은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f.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g. 휴가를 갖기 전에 학생들과 예정된 수업 및 미완료 패키지에 대해 의논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 강사는 아래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 수업 가능 여부 설정 업데이트

ii. 강사 달력 정리 : 수업 가능 시간 범위 삭제

i. 휴가 켜기 : 강사 달력 차단

수업과 강사 달력 설정이 완료되면 강사의 프로필이 "강사 찾기" 목록에 즉시 나타납니다.

계정

● italki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개 영상, 자기 소개 등 승인을 받은 후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며칠 내).

● 커뮤니티 강사인 경우 교사 자격증이나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프로필을 전문 강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기기 및 소통 수단

https://teach.italki.com/settings/account
https://teach.italki.com/calendar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360020301794-How-do-I-edit-my-time-schedule-
https://teach.italki.com/console/lessons
https://teach.italki.com/apply/step/1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유형에 따라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통 수단

italki 클래스룸, 스카이프, 줌, 구글 행아웃, 페이스타임, 위챗 또는 QQ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카이프와 같은 외부 도구를 선택한 경우 강사는 학생을 친구/연락처로 추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인지 100% 확인하십시오.

또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강사가 백업 도구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alki 교실

●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italki 웹사이트와 italki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및 사파리(13세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 메시지, 파일을 보내거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강사를 위한 italki 교실 안내

● 비디오 지침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

1. 합리적인 수업료 설정

한국어 전문 강사 커뮤니티 강사

일반 $19 - $23/시간당 $13 - $17/시간당

회화 연습 $17 - $21/시간당 $11 - $15/시간당

비즈니스 $23 - $27/시간당 -

시험 준비 $22 - $26/시간당 -

어린이 $21 - $25/시간당 -

* 커뮤니티 강사는 비즈니스, 시험 준비 또는 어린이를 위한 수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900002978646-Which-communication-tools-can-I-use-to-teach-
https://teach.italki.com/console/basic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360020513473-italki-Classroom-Guidance-for-teachers
https://filemanager-static01.italki.com/italki_classroom_tutorial_final_eng_subs.mp4


2. 피크 시간 수업 제공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강사는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어 수강 학생을 위한 상위 4개 국가의 수업 피크 시간(UTC +0 기준) 목록입니다.

시장(학생의 거주 국가) 수업 피크 시간(UTC +0)

미국 23:00-04:00, 13:00-17:00

대한민국 00:00-06:00, 09:00-15:00

영국 07:00-16:00

일본 00:00-4:00; 10:00-15:00

3.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언어를 연습할 수 있는 무료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연습 문제를 수정하고 질문에 답하면, 강사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어 프로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italki 또한 강사가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강사는 커뮤니티를 사용하여 프로필을 광고하거나 무료 수업을 제공하거나 학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4.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서 italki 강사 프로필 링크(예: https://www.italki.com/teacher/12345)를홍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수수료
italki는체험 수업을 제외하고완료된 수업에 대해 수업료의 1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지불

1. 지불 방법 및 이체 비용

지불 방법 이체 비용(결제 제공업체에서 청구)

https://www.italki.com/community/for-you
https://www.italki.com/teacher/12345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900001010946-How-do-I-promote-my-profile-using-social-media-#:~:text=It's%20important%20to%20build%20your,learning%20tips%2C%20and%20cultural%20traditions.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206352068-How-does-italki-charge-a-commission-
https://support.italki.com/hc/en-us/sections/360004301053-Getting-Paid


페이팔 수령금액의 2% (국가별로 요금이 상이)

하이퍼월렛(모든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수령금액의 1.5% (국가별로 요금이 상이)

페이오니어 각 송금에 대해 $3 USD 고정 수수료

은행 송금(페이오니어를
통해)

미국 은행으로 USD 송금: $1.5 USD 고정 수수료.

현지 통화 은행 송금 경로가 있는 국가로의 USD 송금의 경우
현지 통화로 수령: $3 USD 고정 수수료 + Payoneer 통화
환율(이체 금액의 약 2%, 필요한 통화에 따라 다름).

다른 모든 국가로의 USD 송금: $15 USD 고정 수수료. 추가
중개 은행 수수료 또는 로딩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WIFT 은행 송금은 현지 통화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불 일정
인출은 한 달에 두 번 처리됩니다.

지불 요청 시기 ... 지불 진행 시기 ...

매월 1일~15일 사이 16일 ~ 26일(최소 26일)

매월 16일 ~ 30/31일 사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최소 10일까지)

3. 크레딧 이체
또한 학생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 강사 계정에서 동일한 학생 계정으로 크레딧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은 강사의 책임입니다. italki는 이를 위해 특별한 세금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 요청을 제출하여 고객 지원 팀에 연락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과 최고의 교수법에 대한 강사 지식 기반 자료를 살펴보십시오.

https://support.italki.com/hc/en-us/articles/206351828-How-do-I-report-taxes-for-the-income-that-I-make-on-italki-
https://support.italki.com/hc/en-us/requests/new
https://support.italki.com/hc/en-us


● 강사 포럼에서 다른 강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아이디어를 교환하십시오.

https://support.italki.com/hc/en-us/community/top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