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사 모집공고
청도대원학교(QDS)에서 함께 일하실 수학교사를 모집합니다. 청도대원학교는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 설립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를 협력학교로 두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현재 청도대원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또한 대원외고 및 대원국제중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청도대원학교는 2015년에 시작한
신생학교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드디어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졸업생들은 50%는 해외대학, 50% 한국 특례 입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원외고만이
가지고 있는 대학진학 시스템 및 해외대학 입학 컨설팅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qdshr@qdis.org 으로 지원서(자유 양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athematics Position
The Qingdao Daewon School (QDS) is seeking a Mathematics Instructor to join our community of learners
starting in the spring of 2018. The primary teaching assignment is to teach up to two hundred-minute
blocks each day, leaving instructors responsible to around 25 students at any one time during the year.
Mathematics instructor is expected to have experience teaching mathematics as an inquiry-based
curriculum and have an interest in incorporating technology in our 1:1 environment into the student
learning experience. In addition, the ideal candidate would be comfortable guiding students in all courses
from Pre-Algebra through Calculus. In addition to teaching, an instructor would be expected to (1)
collaborate in our periodic gathering of a level team and department meetings, and (2) participate in our
students’ experiences outside the classroom by supporting either athletics or residential life and serving as
a mentor to a small group of students.

The Qingdao Daewon School (QDS) is a college preparatory boarding school which was found in a
collaboration between Qingdao Jungyang School and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DFLHS) in
Seoul, Korea. The QDS learning community may be small, but we have inherited the educational expertise
of DFLHS. Our curriculum focuses on supporting students to become competent on a global scale by
encouraging our learners to become proficient in three languages: English, Chinese, and Korean.
Interested candidates who find themselves in sympathy with QDS’s teaching and learning model and
supportive of QDS’s expectations for all instructors should express their interest by submitting the
application to qdshr@qdis.org.

근무조건:
위치: 중국 청도
근무시작일: 2018. 02.26.
학생 대 교사 비율: 5.5:1
근무시간: 08:00 ~ 17:00, 16~20 Teaching Hours.
기타: 한국어 및 수학수업은 한국어로 수업 진행 가능. 방과후 수업 진행 시 강의료 별도 산정.
급여 및 복리후생:
급여: 한국 정교사 호봉기준(수당 포함)을 참조. (경력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주거: 기숙사 제공.
항공료: 년 2회 한국 왕복 항공권 제공.
기타: 취업비자 발급 지원. 년간 14주 이상의 방학 기간.
자격요건:
1.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2. 수학전공자 또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3. SAT 또는 AP 관련 경력 우대.
4. 중국에서 취업 관련 결격 사유가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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