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화산중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 설명회
2020. 9. 5.(토) 10:00, 본교 2층 강당
올해 입학설명회는 1차례만 진행

“21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 육성”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인접 중학구 지원 불가)
❙전국 최초 자율중학교 지정, 운영
❙6년 연속 교과교실제 최우수학교 선정
❙정규 과목 포함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전북 및 학생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 진학 가능
❙쾌적한 기숙사(문무숙) 2개동 운영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

일정

세부내용

장소

접수 및 자료 수령

중앙현관

10:00~10:50

교육과정 및 전형요강 설명

강당

10:50~11:20

질의 및 응답

강당

11:20~12:00

교내(기숙사) 순회

교내, 기숙사

09:30~

* 사전예약(설명회 기간 네이버폼 접속하여 참여)(홈페이지 참조)

* 가족 중 학생을 제외하고 1명만 참석 협조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전에 공지)
* 최종 승인 모집요강은 7월초 본교 홈페이지 입학/진학/영재 게시판 참조
* 설명회 당일 주차가 혼잡할 수 있으니 학교 안내 준수
* 교육과정 및 전형요강 자료 7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 탑재
* 학교 유선 및 방문 상담 가능(사전 예약 필수)
* 문의 : 교무실 (063) 260-7603, 7643(입진학부장)

화산중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일정 안내
순

전형내용

일정

비고

∎ 다운로드 : 본교 홈페이지

1

원서교부

→ 입학/진학/영재 게시판 → 원서접수 게시판
∎ 원서접수 기간 본교 홈페이지 팝업창에서도

http://www.jb-hs.ms.kr

다운로드 가능

2

원서접수

∎ 2020.10.5.(월) ~ 10.7.(수). 09:00~17:00

∙ 방문접수 : 불가

∎ 최종 원서 접수방법은 7월초에 홈페이지 게재

∙ 우편접수
∙ 10.7.(수)까지 우편 소인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험표, 생활기록부Ⅱ 2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찍힌 것까지 접수 가능

∎ 2020.10.17.(토) 08:00~18:00
∎ 2020.10.18.(일) 08:00~18:00

3

심층면접

∎ 본교 본관 3층
∎ 면접영역 : 면접태도,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 양일을 오전/오후로 구분
하여 그 중 1회 면접실시
∙ 자세한 면접일정(방법)은
접수 후 홈페이지 공지

창의성

4

합격자 발표

5

예비 합격자 발표

6

합격자 학부모회의

7

합격자 등록

8

신입생 예비소집

2020.10.21.(수) 16:00, 본교 홈페이지
→ 입학/진학/영재 게시판 → 합격자발표 게시판

∙ 팝업창 게재
∙ 원활한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16시 이전 접속금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10명 동시 발표
∎ 2020.10.24.(토) 14:00
∎ 본교 본관 3층 지도자세미나실
∎ 2020.10.26.(월)~10.28.(수) 09:00~16:00

합격자 등록 안내
미등록자 파악 후, 예비

∎ 등록 미희망시 합격포기서 제출

합격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 2021.1.16.(토) 10:00

자세한 사항은 예비소집일

∎ 본교 본관 2층 교실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위 일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승인 전으로 코로나-19, 학사일정 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최종 승인 내용은 7월초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