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 TESOL 교원 채용 공고 

1. 모집내용  

   가. 고용형태 : 국제어학원 전임교수(Full-time Instructor) 

   나. 소속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교육원  

   다. 모집인원 : 1명 (성별무관) 

   라. 임용기간 : 1년 (2017.03.01 – 2018.02.28) 심사를 거쳐 재임용 가능 

   마. 처우 :  

- 연급여 38,000,000원 ~ 42,000,000원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임용 시 최종결정) 

- 외국인일 경우 계약기간 중 사택 제공 (서울숲 근처 3개 방 아파트) 

※ 내국인은 월300,000원의 주거보조비 제공 

- Academic Coordinator에게는 월 200,000원의 별도 수당 지급 

- 매년 최소 56일(8주)의 방학이 주어지되 2번으로 분할 

 

2. 모집부문 및 자격조건 

    가. 모집부문 : TESOL 강사 

    나. 직무 

         - 영어수업 진행 

         - 커리큘럼 및 수업자료 개발 

         - 학생 및 교육 프로그램 관리 

         - 신규 교육과정 기획 및 관련 연구 

         - 각종 행정업무 지원 

    다. 근무시간 : 주당 12시간  

    라. 자격요건  

 학력 - 대학교 졸업(4년) 이상 

TESOL 및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 관련 전공 석사 혹은 박사 소지자 

 사립학교 및 본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내외 ESL/EFL 교육경력 2년 이상  

 다음 강좌 중 5과목 이상을 대학원수준에서 강의 가능한 자 **해당과목 가산점 부여 

A. Teaching Business English (Business TESOL) ** 

B. Teaching Methods and Assessment Teaching English Grammar ** 

C. Teaching Young Learners ** 

D. Teaching Listening and Speaking 

E. Teaching Reading and Writing 

F. Teaching Pronunciation 

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 Teaching English Grammar   

 대한민국 또는 영어권 국가 국적자  

 영어로 수업 및 학생 지도 가능한 자 



4.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일정 방법 비고 

온라인 지원 

2016.06.27(월) 23:59까지 

온라인 지원링크  Hanyang TESOL Online Application (클릭) 

지원시 제출 서류 

2016.06.27(월) 23:59까지 

이메일 접

수 saerhas@hanyang.ac.kr  

입사지원서(양식 다운로드) 

영문 이력서 2페이지 이내 

영문 자기소개서(자유양식) 2페이지 이내 

추천서 2명 제출 

2016.06.29(수) 10:00까지 

이메일 접

수 saerhas@hanyang.ac.kr 

추천인으로부터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담

당자에게 직접 제출 (스캔본 이메일) 

면접일정 발표 

2016.07.01(금) 17시 

전화 / 이메일 연락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 일시 2016.07.05(화) – 07.06(수) 개인 면접 및 강의 시연 

면접시 제출 서류 

2016.07.05(화) - 07.06(수) 

면접 당일 직접 제출 

(순서대로 출력) 

(필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필수)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사본 

외국어시험 성적표 사본 

(필수)경력증명서 

교사자격증 또는 기타 교육 관련 자격증 

(필수)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출판물 또는 논문 샘플 

합격자 발표 

2016.07.15(금) 이후 

개별 연락 정식 근무 시작일 2017.03.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TESOL teaching position_NAME'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각 서류의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전형절차 :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연락 후 면접 실시 

 강의 시연은 10-15분 정도로 power point 발표로 준비. (주제는 추후 공지)    

  

6. 서류제출 및 문의처 

담당자 :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신새라 (saerhas@hanyang.ac.kr) 전화 02-2220-177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국제관 623호 TESOL 사무실 

사이트 : www.tesol.hanyang.ac.kr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출구 

 

 

 

 

 

 

Notification of Full-Time Position 

 

Posted by: Hanyang–Oregon Joint TESOL Program 

https://docs.google.com/forms/d/1WDm-l86IIJhf8164Fy-5Mow1SgtzlrZGXGgl7my4Zcw/viewform?c=0&w=1
mailto:saerhas@hanyang.ac.kr
https://drive.google.com/open?id=0B5QNOUZ_MYoQWHpVdlZ2cUxVeFE
mailto:saerhas@hanyang.ac.kr
mailto:saerhas@hanyang.ac.kr
http://www.tesol.hanyang.ac.kr/


 

Job Offer at Hanyang University TESOL 

 

 

 Job Description  
A. Full-time Foreign Professor or Instructor at Hanyang University TESOL program 
B. Location: HYU-TESOL,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C. One year contract from March 1st 2017 – February 28th 2018 (renew every year) 
D. Teach 12 hours per week  
E. Job position available for one  
 
 

 Job Benefits 
A. Salary : KRW 38,00,000-42,000,000 (roughly US$ 36,000-40,000) per year depending 
on qualifications 
B. Housing : 3 bed room apartment in Seongdong-gu, Seoul (for foreigners only) 
C. Minimum 56 days of vacation (Summer & Winter) 
 
 

 Requirement  
 Academic-level fluency in English with a masters or Ph.D. in TESOL, Linguistics, or a 

related field; ABD may apply, and if hired will be expected to complete the thesis 
within one year. 

 Minimum 2 years teaching experience 
 Able to teach at least five of the following courses at a graduate level: 
A. Teaching Young Learners ** 
B. Teaching Methods and Assessment ** 
C. Teaching Business English ** 
D. Teaching Listening and Speaking 
E. Teaching Reading and Writing 
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H. Teaching English Grammar  
I. Teaching Pronunciation 

** Courses will be taken into higher consideration 

 Responsibilities 
A. Deliver class in English  
B. Curriculum and course development 
C. Student consultation  
D. Event participation (Orientation, graduation, info session, etc) 
E. Weekly meetings  
F. Other administrative work when needed 

         



 Recruitment Schedule  
Schedule How to Check list 

Online Application 
By June 26 2016, 23:59 
PM 

Online Link  Hanyang TESOL Online Application (Click) 

Application Submission 
By June 27 2016 23:59 PM 

Send 
to :  saerhas@hanyang.ac.kr  

Application Form (Download) 
A cover letter (2 pages or less) 
A Curriculum Vitae (2 pages or less) 

Recommendation Letter 
By June 29 2016 10:00 AM 

Send 
to : saerhas@hanyang.ac.kr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to be sent 
directly by the referees 

Results 
By July 1 2016 17:00 PM 

Hanyang TESOL office will 
contact individually 

Email or phone call 

Interview Day Interview & mock class July 5 2016 – July 6 2016 
Documents Submission 
July 5-6 2016  

Submit upon arrival on the 
interviewing day 

• A copy of Ph. D or masters degree 
(scanned image file) 

• Evidence for all degrees held (BA, MA, 
Ph. D) — for example, official transcripts. 

• A sample of a recent publication or other 
research paper 

• The title page of passport (scanned) 

• Proof of Employment 

• Other teaching certificates (if applicable) 
Results 
After July 15 2016  

Hanyang TESOL office will 
contact individually  

First day of class is end of February but is 
also subject to change.  

※ Title Email as TESOL teaching position_Your NAME  

 
 Contact 

Please email or call Ms. Saerha Shin (Monday – Friday 10AM ~ 17PM) 
Phone : +82-(2)-2220-1775 Email : saerhas@hanyang.ac.kr  
Office : International Building 623, 222 Wansimniro, Seongdong-gu, Seoul  
Website : www.tesol.hanyang.ac.kr  
Direction : Subway line number 2 (Green) Hanyang university station exit #2 
 

https://docs.google.com/forms/d/1WDm-l86IIJhf8164Fy-5Mow1SgtzlrZGXGgl7my4Zcw/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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