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CM 한국학교 
(Language Schoo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ami) 

9730 Stirling Rd. Cooper City, FL 33024 
TEL: 954-704-1553, FAX: 954-704-1554 

 

마이아미 한인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조교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assistant teacher) 

 

이름: 한글 (Korea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s Name: 영문 (Englis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 나이 (Age): _____ 성별 (Sex): ____ 학년 (Grade): ____ 

주소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 (H): ______________ Cell: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시연락처 (Emergency Contact) 

이름 (Name): 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Relation): _________ Cell:______________ 

한국어 능력 (Korean Language Level) Please check inside box.                                         

 전혀못함 

(poor) 

조금 

(little) 

잘함 

(good) 

아주잘함 

(excellent) 

말하기 (Speaking)     

듣기 (Listening)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글짓기 (Composition)     
 

취미과목 (Hobby) 음악,    미술,     무용,    붓글씨,    연극,    운동,    신문편집,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미국에 산 기간 (Time in USA): 여기서 출생 (Born in US) (   ) or Years in US: ___________ 년 (years) 

한국학교 이수(Attending years of Korean school): ___________ 년 (years) 

 

학생 서명 (Stud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Parent/Guardian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___________________ 

 

 

 

 

 

 

 

 



KPCM 한국학교 
(Language Schoo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ami) 

9730 Stirling Rd. Cooper City, FL 33024 
TEL: 954-704-1553, FAX: 954-704-1554 

 

마이아미 한인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조교사 준수 사항 
 

1. 등교는 9시 20분까지 한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학기 전 수업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당 반 출석부에 등교한 시간을 기록한다. 

4. 수업 시작 전, 해당 반 교사에게 수업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5. 수업 시간 중에는 해당 학급의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교사를 보조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6. 언행을 바르게 하며, 단정한 복장을 갖춘다. 

7.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 사용 등 개인 행동을 금한다. 

8. 한국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9. 응급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반 교사나 교감선생님에게 즉시 알린다. 

10.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거나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반 교사에게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11. 학교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규율을 알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고 협조한다. 

 

 

학생 서명 (Stud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Parent/Guardian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