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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원서 (New Teacher Application Form) 

지원자 인적 사항 (Applicant Information)  

희망 캠퍼스:      달라스         맥키니         플래노   

이 

름 

한  글: 

사    진 

English: 

생년월일:                      년          월          일 

운전면허번호 (driver’s license number): 

미국거주기간 총         년 거주 또는 미국출생 

체류신분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주소 : 

추천자 인적사항 (Recommender Information) 

추

천

자

1 

이 

름 

한   글: 
추

천

자

2 

이 

름 

한   글: 

English: English: 

전화(Work/Cell):              전화(Work/Cell): 

E-Mail E-Mail: 

가족 관계 (Family Information) 

이름 관계 나이 이름 관계 나이 

      

      

      

      

학력 



   새 달 라 스 한 국 학 교  
     New Korean School of Dallas 

 
NKSD Form: Teacher application-2020   02B 

 

학교/기관 기간 학위 상세 

    

    

    

자격증 

증명서 이름 발행 기관 일련 번호 발행 일자/유효 기간 

    

    

    

병력* 

새달라스한국학교가 알아야 할 병력을 아래란에 기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빈혈, 고혈압,….)  

    

    

    

비상시 연락처 (Emergency Contact)*  

이름 (Name)  관계 (Relation) 전화번호 (Phone number) 이메일 (E-mail) 

    

    

성명:                                                   (싸인) 

경력    

장소 기간 직위/업무 상세 

    

    

    

본인은 새달라스한국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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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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