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문

국제교류본부 공고 

부경대학교에서는 우수한 강의초빙교수 유치를 위한 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국 제 교 류 본 부 장

 1. 선발예정인원 (총 1명 )

○ 채용(임용) 기간: 2022. 9. 1. ~2023. 8. 31. <1년>

※ 기본 자격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자

 2.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

선발분야
임용예정
신분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

영어 강의초빙교수 1명

경력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지원서[서식], 경력증명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학력증명서(또는 학위증), 성적증명
서,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국제영어교사(TESOL, Cambrige
CELTA) 자격증, 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background check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Apostille

학위 ∙ 대학(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우대요건) TESOL 또는 Cambridge CELTA 자격증 소지
자 우대
(TESOL 또는 Cambridge CELTA의 경우 공인 증명서 외에 단기 과
정 연수 증명서 등은 제외)

TESOL, Cambridge CELTA 자
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2022학년도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

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공개 강의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통해 교수 방법 등 평가

○ 공개 강의 평가 성적 최고득점자 선발

○ 원서접수 : 2022. 7. 14.(목) 9:00 ~ 7. 20.(수) 23:29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공개강의평가 장소 공고: 2022. 7. 26.(화) ※개별통보

○ 공개강의평가 : 2022. 8. 1.(월) ~ 8. 3.(수) 중 진행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8. 5.(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강의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서류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7. 14.(목) 9:00 ~ 7. 20.(수) 23:59까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송부

나. 제출서류 

○ 지원서[서식] 및 경력증명서(강의시수 명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

○ 학력증명서(또는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 학위증 사본은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 여권 및 외국어 등록증 사본 각 1부.

○ 범죄경력증명서 사본 1부.

※ 범죄경력증명서 사본은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 TESOL 또는 Cambridge CELTA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시험 일정 



       (TESOL또는 Cambridge CELTA의 경우 공인 증명서 외에 단기 과정 연수 증명서 등은 제외)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강의시수 및 임금

가. 강의 담당 시수: 주 14시간

나. 외국인 강의초빙교수 급여 기준

○ 학력에 따른 기본급(주 14시간 강의) 지급

- 소지 학위 및 어학 등 관련 전공에 따라 월 2050천원 ~ 2450천원 지급

○ 매월 숙소보조금 30만원 지급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각 1부.  끝.

6. 기타 참고사항                                                        

Applications for the following positions in the discipline of 

English Language are invited from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July 11th, 2022

Provost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Teaching Positions (Full-time)

   a. Our Ideal Candidate(s) will hold:

    - Bachelor's(or associate) degree or its equivalent

    - Minimum 4 year experience of English teaching

   b. Teaching Responsibility

    - 14 hours teaching time per week

    - Teaching Area: English as Foreign Language

   c. What We Can Offer

    - Starting salary range: ￦2,050,000 ~ ￦2,450,000 per month

    - Housing Allowance: ￦300,000 per month

    - Four major insurance coverage, including health insurance

   d. Work Period

    - Contract-based(1year)

 2. Required documents

   a. Application Form(attached)

   b. Certificate of Working Experience(Teaching hours should be included)

   c.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Form(attached)

Teaching Positions Vacant



   d. Copies of College/University Diploma with Apostille

   e. Copies of Academic Transcript

   f. Copies of First Two Pages of Passport 

   g. Copies of Alien Registration Card(Front and Back)

   h. Criminal Background Check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Apostille

   i. Copies of TESOL or Cambridge CELTA Licence: if avaliable

     (Excluding the certificate of short-term course training)

    ※ All required documents must be submitted by the deadline.

 3. Further Information

  a. Applications should be completed by July 20th 2022(23:59pm 

Korean Time). Candidates should submit all the required 

documents by the deadline. 

    ※ Nominated candidates should present a teaching demonstration as part of 

the interview process.

   b. Interested candidates should conduct the job advertisement for more 

details including the position description and send their application to:

      - E-mail: flec@pknu.ac.kr 

   (Please note that all the required documents should be sent in 

a PDF form when submitted online)

   c. Job Advertisement:

www.pknu.ac.kr - [2022학년도 외국인 강의초빙교수 채용공고]

d. Applications close: July 20th 2022(23:59pm Korean Time).

Contact: Hyejoo Son, Coordinator,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Email: flec@pknu.ac.kr

mailto:kgreemi@pknu.ac.kr
http://www.pknu.ac.kr
mailto:kgreemi@p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