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고교 입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안내 계획
학교명

교육과정 설명회

학교홈페이지 교육과정 안내

일시, 장소, 대상

자료 탑재 현황

교육과정 안내 담당자
부서(또는 직책) 및 연락처

단위학교 교육과정 안내 책자 또는 리플렛
제작 및 배부 방법

기타

2020.10.13(화)~10.16 경기
경기폴리텍고등학
고입홍보부:031-390-4621, 교 홍보책자, 리플렛, 포스터:홈페이지탑재, 중학교방
폴리텍고 입학설명회 중학교 경기폴리텍고-입학/진로-홍보자료
중학교방문 및 SNS안내와 중학교요청경우교사 학교방문
교
무기획부:031-390-4580
문및본교내교시 배부
교감, 중3부장, 학생
2020.10.15.(목) 15:20 군포
군포e비즈니스고 e비즈니스고등학교 온라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입학안내- 교육과정부:031-390-5382, 홍
안내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함
(줌) 중학교 교원, 학부모,중3 교육과정
등학교
보부:031-390-5377
학생
리플렛 1000부,
군포중앙고-자율형공립고-학교교 교육과정부 : 070-4688-3534
관내 중학교에 리플렛 방문 전달
군포중앙고
해당없음
본교 교무실 및 진로진학실 비치 배부
육과정
진로진학부 : 070-4699-3536
학교 안내자료 홈페이지 탑재
모락고등학교

해당없음

모락고 - 알림마당 - 교육과정

교육과정부장:031-428-2271
진로진학부장:031-428-2295

중학교 홍보활동 시 리플렛 배부(리플렛 250부)

백운고등학교

해당없음

백운고-교육활동-교육과정

교육과정부 : 031-420-0232
진로진학부 : 031-420-0295

리플렛1000부 각 학교 발송
학교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탑재

산본고등학교

2020.11.12.(목) 18:30 산본
산본고-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계
고등학교 온라인 중학교 학부
획
모

교육과정부: 031-390-8334 진 안내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함, 리플렛 각
로진학부: 031-390-8380
중학교에 배부

중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재학생 홍보단 학교방문

중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학교를 방문함

수리고등학교

해당없음

수리고 - 팝업창 - 학교소개, 수리
고 - 학교소개 - 교육과정편제

교육과정부: 031-479-9024,
진로진학부: 031-479-9052

10월 말경 중학교 방문하여 학교소개 리플렛 배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실시하던 입학생 대상 학교소개를 실시하지 못하
예정
게 되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소개를 게시하여 홍보 예정

용호고등학교

해당없음

용호고-학교혁신-2020년 자료

교육과정부:031-390-4465

리플렛과 설명회 자료 홈페이지 탑재 및 방문 시 배 중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진로진학교사가 학교 방문, 학교별 방문을 통
부
해 리플렛 및 자료 배부

의왕고등학교

해당없음

의왕고-학교안내-교육과정

교육과정부: 031-342-0583 혁
자체 제작 리플렛 교육청 문서수발함을 통해 배부
신기획부: 031-342-0585

2020.11.19.(목) 18:00 / 흥
진고등학교 체육관 또는 원격
/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2020.10.31.(토) 10:00 ,
경기외국어고등학 11:30, 13:30, 15:00 경기외
고 봉암홀 2층 강당 중학교 학
교
생 및 학부모
2020. 11. 06.(금) 19시, 군
군포고등학교
포고등학교 방송실(온라인 생
방송), 중3학생 및 학부모
흥진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2020.10.29(목) 19:00 벽춘
관 중학교 학부모 및 수험생

흥진고-혁신학교-학교교육활동-교
교육과정부 031-390-4137
육활동계획
교육과정운영부 : 031-361경기외고-교육프로그램-국내/국제
0585 입학홍보부장 : 031교육과정
361-0640
교무총괄기획부 : 070-43220335 교육과정운영부 : 070군포고 - 학교소개 - 입학안내
4322-0319 진로진학부 : 0704322-0321
우성고-교육활동-교육과정

교육과정 031-361-9269
연구부장 031-361-9256

브로슈어 1500부 / 중학교를 방문하여 배부

교육과정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추후 결
정 안내

학교 리플렛 현장 배부 및 학교입학홍보부 홈페이 학교의 입학설명회 영상을 유튜브를 제공함. (유튜브: 경기외국어고등학
지 탑재( http://admission.gafl.hs.kr/ )
교 GAFL채널 검색)
리플렛 중학교 배부, 안내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탑
학교 방문시 본교 경비실에 안내책자 비치 및 배부
재
학교 홈페이지 탑재(10월30일), 본교 방문시(1교
무실)

중학교 요청 시 홍보 담당 교사 방문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