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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 보조 교사 모집
Windsor Park Golf Club 55 Mu 9, Suwinthawong Rd, Minburi, Bangkok 1510 ☎(교)070-7507-5325, (행)070-8251-1568

태국 브롬스그로브 대원국제학교는 450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Bromsgrove School UK의 전
통과 가치를 이은 유일한 해외 분교로서 정통 영국식 커리큘럼에 한국 교육과정을 더하여 학생들이 올바
른 품성을 함양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영국식 교육과정의 국제학교입
니다. 학교 캠퍼스 및 기숙사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명문 38홀 윈저파크 골프장 내
에 위치해 있으며, 최적의 교육 환경과 스포츠, 기숙사 시설이 갖추어진 전원적인 교육 환경에서 세계 각
국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교육이 효율적으
로 융합된 이 곳 Bromsgrove School에서 꿈과 열정으로 뭉친 보조 교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업무소개
1) 모집부문 : 영어 보조 교사
2) 모집인원 : 1명
3) 업무소개
(1) 한국 학생 영어 지도 및 기타 방과 후 수업 보조
(2) 한국 선생님 업무 또는 교무·행정 업무 보조
(3) 한국 학생 자습 감독
(4) 기숙사에 거주하며 영국인 사감 요청시 한국 학생 지도, 관리
(5) 중간방학 기간 중 기숙사 거주 학생 인솔, 관리
(6) 방학 캠프 개설 시 캠프 기간 중 학생 지도, 인솔 (7월 추가 급여 지급)
4) 급여 및 혜택 안내
(1) 월 13,000 THB 지급, 항공료 보조 10,000바트
(2) 국제학교 영국교과 과정 경험 가능, 인턴 경력 확인서 발급
(3) 외국 스탭과의 자유로운 교류 가능
(4) 근무 기간 중 의료보험 제공
(5) 학기 중 숙식 및 청소, 세탁 서비스 제공

2. 지원 자격
1)
2)
3)
4)
5)

대학교 휴학생 및 졸업생
해외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학교 기숙사에 거주 가능한 자
근무기간 : 2018.2.26. - 2018.7.31. (2018.12월까지 협의 후 연장가능)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3. 우대 사항
1) 기본적인 영어 회화 가능자
2)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3) 1년 장기 근무자

4. 접수안내
1) 전형일정
(1) 서류제출 : 2018년 2월 2일까지 제출 (조기 마감 가능)
(2) 면접 : 서류 합격 시 전화 연락을 통해 면접 실시 (면접 날짜는 추후 안내)
(3) 근무 시작일 :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2) 접수방법 : 브롬스그로브 교무부 bdst@bromsgrove.ac.th 메일로 접수
3)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2) 국문, 영문 이력서 각 1부 (자기소개서 포함)
(3) 비자 발급 수속은 일괄 학교에서 처리하며,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추후 요청
4) 접수문의
(1) E-mail : bdst@bromsgrove.ac.th,
(2) 전화 : +66 2 989 4873 (내선 31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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