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중학교 공고 제 2022-34호>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지축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및 수업 관련 안내
운영 기간

모집 분야

2022.04.06.-

영상제작반,

2022.06.22.

한국사반,

(변동 가능)

배드민턴반

모집 인원
분야 당
각 1명

운영 요일

수요일

운영 시간

운영 차시

15:30~17:00

1회당 2차시 수업

(90분)

(총 10회 / 20차시)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22년 3월 23일(수) ∼ 2022년 3월 28일(월)
나. 서류 접수 : 2022년 3월 23일(수) ∼ 2022년 3월 28일(월) 16:00까지
다. 접수 장소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이메일: mkkim321@korea.kr)
※ 우편 접수시 2022년 3월 28일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
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2022년 3월 29일 16시 예정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계약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계약 기간 : 2022년 4월 6일∼2022년 6월 22일 (변동 가능)
※ 수업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제출 서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붙임 양식 활용)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위탁․계약 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위탁․계약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문의 전화 : 02-3700-5639 (방과후학교 담당자)
마. 신청 학생 인원이 기준 미달된 강좌는 폐강될 수 있음
2022. 3. 22.
지 축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