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초등영어아카데미 강사모집 공고】
【Notice for English conversation Instructors】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중심 초등 영어를 지도할 영어 회화 시간제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We are looking for Part-time English conversation instructors who
will teach elementary students for communication-oriented English.
2019년 12월
December, 2019

화

천 군

수

Mayor of Hwacheon
1. 채용분야 및 인원 (Recruitment Area and Personnel)
분야
(Area)

강좌명
(Title)

인원
(Personnel)

담당업무 (Task)
- 단계별 교재를 활용한, 초등 영어 회화 수업 운영

한국인
강사

- 주기적 학습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의 관리
초등영어회화

5명

- 수시 학부모 상담
- 과제 관리 및 과제 수행 독려
- 수강생 출결 관리

Native
speakers

English
Conversation

5
teachers

- Elementary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Using Textbooks
- Periodic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valuation results
- Occasional parent consultation
- Encourage task management and assignment
- Attendance management

2. 응시 자격 (Qualification)
○ 한국인 강사
- 영어 분야 전공자
- 초등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영어 지도가 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가능자
- 성별 제한 없음

◆ 우대 조건 ◆
○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초등영어강사 및 관련 분야 경력자

○

TESOL 자격증 및 영어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TOFEL 105점, TOEIC 900점, OPIC IM3 이상 취득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Native speakers
- Citizens with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 Bachelor's degree or higher
- The ones who have completed TEFL / TESOL / CELTA for over 100 hours
or have majors in pedagogy and certificate of elementary / secondary teacher

3. 근무 조건 (Working condition)
가. 채용 기간 (Contract period) : 2020. 2. 18.(화) ~ 12. 27.(금) ※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 가능
나. 근무 시간 (Working hours per week)

구분
화천

입문(Starter)

기본(Basic)

심화(Advanced)

주 2회

주 3회

주 1회

14:20~17:30(4교시)

15:00~18:50(4교시)

16:00~19:10(4교시)

14:20~15:50(2교시)

주 3회

주 1회

주 2회

15:00~18:50(4교시)

16:00~19:10(4교시)

2 days a week

1day a week

2 days a week

14:20~17:30

15:00~18:50

16:00~19:10

(4 sessions)
2 days a week

(4 sessions)

(4 sessions)

1day a week

2 days a week

15:00~18:50

16:00~19:10

(4 sessions)

(4 sessions)

주 2회

한국인
사내

14:20~15:50(2교시)
Hwacheon

Native

14:20~15:50

speakers
Sanae

(2 sessions)
2 days a week
14:20~15:50
(2 sessions)

※ 강사별 주당 최소 4시간 ~ 최대 16시간 협의 후 계약 (Min 4 hours ~ Max 16 hours per week)

다. 보수 기준 (Payment) : 시간당 50,000원 지급 (50,000won per sessions)
※ Housing is provided only for Native teachers

4. 응시원서 접수 (How to apply)
가. 접수기간 (Period) : 2019. 12. 9.(월)

~

2020. 1. 17.(금)

나. 접수방법 (method) : E-mail접수 (hcteresa @ korea.kr)
1) 강사지원신청서 1부 (Application form)
2) 주민등록등본 1부 (Copy of ID)
3) 전공학과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사본 1부
(Copy of graduation certificate of major or certificate of enrollment)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Agreement)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Consent Agreement of inquiry"History of Sexual Offenses and History of Child Abuse")
6) 기타 우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 시)

5. 채용방법 (Process of employment)
가. 제1차 서류심사 (1st : Review of documents)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Announcement) : 2020. 1. 24.(금) / 개별 통보(personal notice)
나. 제2차 면접시험 (2nd : Interview)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only for those who passed the 1st review)

- 일

시 : 2020년 1월 마지막주 (Last week of January 2020) / 개별 통보(personal notice)

- 장

소 : 화천군청 (Hwacheon county office)

다. 최종 합격자 결정기준 (Standard of employment)
- 경력점수, 면접시험,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in order of highest scorers)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 채용 (will be recruited of the next highest scorer if the
applicants abandon hiring or cannot be hired due to disqualification after the final pass)
라. 결과발표 (final announcement) : 2020. 1. 31일 개별 통보(personal notice)

6. 응시자 주의사항 (Precautions)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 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Documents whose application items are different or
incomplete are not accepted. No return at all.)

나. 기타 문의 (Further info) : 화천군 교육복지과 평생교육부서 033-440-2142

붙임 1. 강사 지원신청서 1부. (Application form)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Agreement)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Consent Agreement of inquiry"History of Sexual Offenses and History of Child Abuse")
끝.

<붙임 1>

화천군 초등영어 회화강사 신청서 (Application Form)
1. 인적 사항 (Personal information)
지원분야(Area)
성 명(Name)
주 소(Address)
연 락 처(C.P)

접수번호
생년월일(B.O.D)

(미기재)

E-mail

2. 교육 사항 (Education Information)
* 지원분야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필요시 별도로 추가 기재 가능)
* If you have completed the subjects and curriculum related to the field of application,
please indicate the contents. (Add more if needed)
교육구분(Types)
과목명 및 교육과정(Course of the education)
□학교교육(Schools)

교육 기간(Period)

□직업훈련 (Vocational)
□기타(Etc)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Job related contents)

3. 자격 사항 (Qualification Information)
* 지원분야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필요시 별도로 추가 기재 가능)
자격증명(Type of certificate)
발급기간(Valid by)
취득일자(Issued date)

4. 경력 사항 (Career information)
* 지원분야 관련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필요시 별도로 추가 기재 가능)
소속조직(Organization)
역할(Role)

활동기간(Period)

* 직무활동, 재능기부활동 등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Please describe your key job experiences such as job activities and talent donation activities.
직무관련 주요내용 (Job related contents)

※ 허위 기재 시 채용 무효(Employment is invalid when making a false)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at the above is true.

지원 날짜(date) :
지 원 자(applicant) :

화 천 군 수 귀하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Agreement
화천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제공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 있

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사 채용에 있어 불이익 및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Hwacheon County is in agreement to collect, use, inquir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You have the right not to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fusal to consent may be penalized and limited in hiring instructors.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화천군청 교육복지과
(Recipients of Personal Information: Hwacheon County Office of Education and Welfare)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Name, date of birth, address, contact information (phone number), email, training information, eligibility requirements,
career details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접수 시 본인 확인과 안내 절차 사용 (Use of identity verification and guidance procedures upon receipt)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Retention and Us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 제공 당사자가 화천군 교육복지과에서 활동하는 동안만 보유합니다.
This information is retained only while the person provi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is working for the Hwacheon County
Office of Education and Welfare.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Right to refuse consent)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등록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enrollee agrees. If the objection is rejected,
the information cannot be collected against the will.
· 거부하는 경우, 강사 채용의 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If you decline, your participation in Recruitment will be limited.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Use for other purposes and provided by third parties) : 해당없음Not applicable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 1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I agree. [ ] I do not agree
동의일(date):
동의인(Name):

년

월

일
(서명)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We do not use it for any purpose other than as agre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vider.
When you want to refus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can request reading, correction and deletion

<붙임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Consent Agreement of inquiry
"History of Sexual Offenses and History of Child Abuse"
성 명
(Name)

한글 (Korean)
한자 (Chinese)

영문 (English)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Foreign nationals: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r
alien registration
number)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Applicant)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contact
number)

자택 (Home)

휴대전화 (C.P)

본인은 청소년수련시설(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I am a person who wants a job (scheduled) or a labor provider (scheduled) in a youth training
facility. (e.g. kindergarten, day care center, child welfare facility, youth shelter, youth activity facility,
medical institution,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Sexual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rticle 29-3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Article 26-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 hereby agree to the inquiry on the
history of sexual crimes and crimes related to child abuse.
Date : 2019년

동의자(Name)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Signature)

화천경찰서장

귀하
To Chief of Hwacheon Police

유의사항 (Note)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If you are a foreigner, write your passport number or alien registration number along with your name and
nationality.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