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성적 증명서 1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GPA 3.0이상) 

한국학교 조교 봉사 신청서 신청서 
 

한글이름:  영어이름:                    

학교: 생일:  

학년: 학교 성적(GPA): 

전화 번호:                                E-MAIL:  

집 주소: 

긴급 연락처 이름:                    (      )      -            (관계:         ) 

ㆍ한글 학교 수업 년수(우리학교 3년 이상 출석하고 AYA 3를 1년 이상 다닌 학생):       년     개월 

ㆍTOPIK 4급 이상(          급) 또는 SAT KOREAN 70점 이상(          점) 

ㆍ한국 거주 최종학년(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최소 4년 이상 교육받은 학생에 한함): 

초등  학년/ 중등  학년/ 고등  학년 

 

위에 적은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                        

 

자기 소개와 조교 봉사자로서의 다짐, 하고 싶은 역할을 써 주세요.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 자원봉사자 수칙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1. (자격) GPA 3.0 이상의 고등학교 9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임무)  

① 자원봉사자는 담임 교사의 수업활동 및 지시 사항을 도우며 쉬는 시간과 하교 시간에 복

도와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내 활동, 사무보조, 특별행사 도우미 역할을 한

다.  

② 자원봉사자는 학사 일정 동안 봉사하며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협조하여 일한다. 

3. (봉사 기간) 봉사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이다. 

4. (사직) 자원봉사자는 규정된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하게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1 주일 전에 사직하는 날짜와 이유를 교감에게 알려야 한다 

5. (봉사 시간)  

① 토요일 8:50 AM-12:00 PM, 선택적 특별활동은 12:00 -1:00 PM 이 봉사 시간이다. 

6. 자원봉사자의 하루 총 봉사 시간은 토요일 5 시간을 넘지 못한다.  

7. (지각과 결석) 자원봉사자는 개인적으로 부득이하게 지각과 결석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1 주 전에 교감에게 알려야 하며, 늦어도 수업 시작 시간 1 시간 전까지는 알려야 한다. 

8. (규정 사항) 다음 규정을 어길 경우, 매회 벌점이 1 점씩 적용되며 5 점을 넘으면 해고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담당 교사에게 협조하여 일한다. 

③ 봉사 시간에 담당 교사의 동의 없이 봉사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다. 

④ 담당 학급 학생들에게 TA 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동료 TA 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⑤ 복장은 단정하고 화장은 진하지 않게 한다.  

⑥ 수업 시간에 휴대폰과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⑦ 학교를 불신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⑧ 지각과 결석 시 교감에게 미리 알린다. 

9. (보상) 자원봉사자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에 대해 교사들이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한다. 

① 리더십상: 1 년간 75 시간 이상 활동했으며 학교 일에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자원 봉사자들 

간에 통솔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경우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아 시상 

② 주지사상: 1 년간 봉사 시간이 100 시간 이하여도 성실함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학교의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도운 경우(담당 교사의 추천에 의거) 

③ 대통령상(영주권, 시민권자) / 총영사상(한국 국적자): 성실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1 년간 

100 시간 이상 학교 일에 솔선수범하여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자들 간에 통솔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경우(담임 교사 추천 필요)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원봉사자 이름 및 사인)                (날짜)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교감 이름 및 사인)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