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GSA 신입생 소집교육 안내
2019학년도 신입생 소집교육은 2월 25일(월) ~ 27일(수)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중
첫째 날 일정은 학부모님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시간을 마련하여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입생들은 소집교육 등록 일시, 준비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제출서류
는 미리 준비, 등록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교육 첫째 날(2019. 2. 25.(월)) 일정
시 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등록 및 서류 제출

강당 입구

기숙사 개인 소지품 정리

생활관

14:30 ~ 15:00

학교장 인사

강당

15:00 ~ 16:00

2018학년도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안내

〃

16:00 ~ 17:30

명사초청강연

〃

17:30 ~ 18:00

신입생 생활관 생활안내

〃

18:00 ~ 19:00

저녁식사 및 휴식(학부모님은 식사 후 귀가)

식당

19:00 ~

저녁식사 이후 일정은 당일 안내

13:30 ~ 14:30

○ 소집교육 등록 및 학생 준비물
1. 등 록: 2019. 2. 25.(월) 14:00부터
2. 제출서류 양식 (입학홈페이지/신입생 예비학교/공지사항 참고)
- 기숙사 입사 희망원 및 서약서 각 1부
- 신용카드 자동납부 또는 스쿨뱅킹 신청서 1부
- 기숙사 입사 희망원 1부.
3. 준비물
- 2박 3일간 숙박을 위한 준비물 및 개인 학습자료
- 개인용 세면도구(수건, 비누, 샴푸, 칫솔, 치약)
- 잠옷, 간소복, 실내화, 양말, 비상 구급약 등
- 이불(입학 후 사용할 기숙사 방배정)

비고

○ 유의사항
1. 소집교육 종료는 2019. 2. 27.(수) 14:00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 소집교육 기간 중 21시 30분 이후에는 학생들의 휴대폰(기타 전자기기 포함)을 수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연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통화하
셨으면 합니다. 이후 시간에 긴급 사안으로 인하여 학생과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
학관리부나 사감부로 연락주시면 학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학관리부 (062)670-3208~10
- 남학생 사감부 (062)670-3271, 여학생 사감부 (062)670-3273
3. 소집교육 기간에 본인이 사용할 물품을 직접 가져오시는 경우 등록 후에 배정된 생활관
호실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등록 시 호실 안내)
- 생활관 개방시간: 2019. 2. 25.(월) 13:00~14:00
4. 소집교육 기간 중 생활관 각 호실은 잠그지 않습니다. 개인 귀중품은 호실에 보관할 수
없으나 꼭 필요하신 경우 개인 사물함용 자물쇠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5. 입학식 일정에 관한 사항은 소집교육기간에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입학관리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62) 670-3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