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GSA 신입생 소집교육

기숙사 입소 준비물 안내
소집교육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크게 [침구류, 세면도
구, 의류, 학습물,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 침구류 - 겨울 이불, 패드, 베게, 침대커버(싱글 사이즈), 알람시계 등
◆ 세면도구 - 샤워용품, 치약, 치솔, 수건 등
◆ 의류 - 겨울옷(3-4벌), 잠옷, 간소복, 트레이닝복, 양말, 실내화 등
◆ 학습물 - 수업준비 및 자율학습 시 필요한 책, 노트, 공지된 수업교재, clear file,
필기구 일체, 공학용 전자계산기 등
◆ 기타 – 전자기기 충전기, 개인 노트북, 번호 자물쇠 4개 정도(기숙사 캐비넷, 전자
기기함, 학습실 책상, 사물함 등에 사용될 예정)
■ 전열기,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포트, 헤어스타일러(고데기)를 비롯한 각종 전열
기구(헤어드라이기는 예외적으로 허용) 및 흉기류, 화기류 절대 반입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기숙사 내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집교육 기간 동안
에는 학생들이 학습실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가져온 침구류를 입학식 이후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대로 사용합니
다. 그밖에 준비 못한 물품들은 3월 3일(일) 입학식 당일에 가져와도 됩니다. 학습실
자리, 신발장 배치도 등을 게시하므로 이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1. 위에 제시된 준비물을 소집교육 때 전부 챙겨야 하나요?
- 입학식 이후 필요한 학습물들은 입학식 당일에 가져와도 됩니다.
2. 자물쇠는 꼭 번호로 누르는 제품이여야만 하나요?
- 열쇠로 여는 자물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잃어버리면 자물쇠를 자를 수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열쇠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3. 학교 공지사항에 1학년 때 쓸 교재목록이 나와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국어 교과서는 학교에서 일괄구매 후 나중에 청구합니다.
- 학교 자체개발 교재는 한꺼번에 인쇄한 다음 인쇄비만 청구합니다.
- 그 외 목록에 나와 있는 1학년 교재들은 직접 구매하셔야 합니다만 학부님들께서
공동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학식 이후 수업에 필요한 책이므로 그전까
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소집교육 기간에 반편성 시험을 보나요?
- 소집교육 기간에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각종 심리검사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지만 반편성과 무관합니다.
5. 졸업에 필요한 영어능력기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졸업 인증에 이 점수를 제출해도
되나요?
- 우리학교 졸업 자격을 보면 ‘졸업예정학기(졸업해당년도 계절학기 미포함) 수강신청
완료 전까지 아래에 기재된 5개의 공인시험 중 하나를 응시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019 GSA 입학전형 합격자 오리엔
테이션 자료 p.20 참고) 그리고 토익의 경우 점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우
리 학교 입학 전에 본 시험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6. 입학시험 점수를 알 수 있나요?
- 입학 성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어보셔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7.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면 자기방과 화장실은 스스로 청소해야 하나요?
- 매일은 아니지만 기숙사 복도와 방 안 화장실은 청소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장
실은 제외한 실내는 직접 청소해야 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주말에 직접 오셔서
방을 정리해주시기도 하는데 학교에서는 되도록 학생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