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조. 각 반 담임 교사는 매월 한 번 있는 교사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업무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교사들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11 조. 각 교사들의 역할  
담임교사 -  모든 담임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을 관장하며  자신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담임 교사들은 매주 혹은 매달 ( 4~5 주분)  학습 지도 교안을 제출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수업을 위해 연구하고 발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보조 교사 – 담임 교사를 보조하여 학급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시킬 의무가 있고 자신의 학급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별 활동 교사 – 자신이 맡은 특별 활동반을 관장하며 자신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수업을 위해 연구하고 발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또한, 대,내외적인 행사에 나갈 학생들을 특별 지도하며 관리할 의무가 있다. 
 
세칙 5 조.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는 금요반(오후 3 시), 토요반 오전 9:15 분까지 출근을 해야하며 퇴근은 오후 
12 시 30 분 이후 자신의 학급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후 자신의 반 테이블과 의자 밑 등을 정리 정돈하고 해야한다. 
( 개학날은 오전 9:00 까지 출근한다. ) 
세칙 6 조.  출근후 자신의 학급 상태를  점검하고 수업 시작 종이 울리기 전까지 자신의 학급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며 학생들을 관리한다. 
세칙 7 조. 수업 시작종과 함께 학생들을 학급으로 인솔하여 이동한다. 
세칙 8 조. 수업 시작 전 출결을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며 결석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후  반드시 학부모님과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알고 다음주 있을 수업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세칙 9 조. 특별 활동 수업이 있거나 이동 수업이 있을 경우 학생들을 인솔, 관리 한다. 
세칙 10 조. 수업이 끝난 후, 점심 시간 역시 수업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학생들의 점심 식사에 대한 관리와 안전 
지도를 한다. 
세칙 11 조. 하교종이 울리면 학부모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두 하교시킨다. 
세칙 12 조. 학교에서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칙 13 조. 옷차림은 항상 단정하고 편하게 입는다. 
 
 
 
                                       는 이 정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서명 :                                                                                 
 
일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