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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전 자율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안내
본교 3학년부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 전 9월 4일–9월 6일의 3일간 수업 없는 날을 이용하
여 수시 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자율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예년에 비해 촉박하여 기간 내에 원서 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 추천서 입력, 서류 발송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자 해당 주의 주
말에 학생들이 전체 잔류하여 선생님과 함께 원서 접수 확인과 자기소개서 점검, 서류 제작
등의 활동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운영기간 : 2019년 9월 4일(수) ~ 9월 8일(일)
나. 대

상 : 3학년 전체 학생 학생 및 3학년 담임 선생님, 3학년 부장

다. 내

용

- 9월 4일(수) : 입시 전 최종 상담, 자기소개서 점검 후 전원 귀가
- 9월 5일(목)-6일(금) :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진로 탐색 기간
- 9월 7일 -8일 : 전체 잔류 및 원서 접수 확인 (9월 7일 10시까지 등교)
라. 세부 일정
1) 선생님과 함께 하는 진로 탐색 [9월 4일 수요일]
가) 주요 활동 : 담임 선생님, 추천서 작성 선생님과 함께 하는 진로 탐색 시간
나) 내용
내용
담임
1

선생님과의
진로 상담
추천

2

선생님과의
진로 상담

활동일시

활동내용
담임선생님과 진학 진로 상담

09.04.(수)

- 희망 진로 탐색

09:00–12:50

- 자기소개서 첨삭
- 진학 희망 대학과 학과의 선택
추천 선생님과의 진학 진로 상담

09.04.(수)
13:40-16:00

- 희망 진로 탐색
- 추천서 작성을 위한 상담
- 진학 희망 학과에 대한 상담

2) 부모님과 함께 하는 진로 탐색 [9월 5일(목)-9월 6일(금)]
가) 주요 활동 :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진로 탐색 시간
나) 내용
내용
부모님과의
1

진로 상담 및
진로 탐색

활동일시

09.05.(목) 09.06.(금)

활동내용
부모님과 함께 진학 진로 상담
- 희망 진로 탐색
- 자기소개서 점검
- 진학 희망 대학과 학과의 선택
- 필요 시 희망 대학 방문
- 확정 대학은 원서 접수

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들은 9월 4일 종례 후 모두 귀가.
3) 대학 입시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제작 [9월 7일(토)-9월 8일(일)]
가) 목적 : 원서접수 기간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입력 기간이 겹쳐있고 그 기간이 짧아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과 원서 접수, 서류 준비를 병행하여 대입 원서 접수와 상담
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나) 내용
내용

활동일시

활동내용
선생님과 함께 하는 원서 접수 상담

선생님과 함께
1

하는 원서 접수
상담

09.07.(토) 09.08.(일)

- 희망 대학과 학과 관련
마지막 진로 상담
-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
- 자신의 희망 대학(학과)에 원서 접수
대입 제출용 서류 봉투 제작
<제출 서류>

2

대입 제출 서류

09.07.(토) -

제작

09.08.(일)

- 발급 받은 대학 제출용 학생학교생
활기록부
- 특기자 전형 우수성 입증 자료
- 우편 발송용 봉투 제작
- 장소는 학술정보관 2층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