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입생 모집 안내
살레시오초등학교는…

살레시오 교육은 녹색 자연환경 속에서 마음으로 교육합니다.

◎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이성, 종교, 사랑을 통한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밝고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 가톨릭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민족과 인류 발전에 공헌
할 어린이를 기르고자 합니다.
◎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이 ‘바르고, 착하고, 예쁘게’자라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입니다.
나. 일반 전형
1) 원서 접수
가. 모집 인원 : 84명(학급당 28명 3학급)
가) 기간 : 2017년 11월 20일(월) ~ 21일(화) 09:00 ~ 17:00
나. 특별 전형 : 천주교 신자 어린이 중 정원의 1/4
나) 단체 접수는 21일(화) 하루만 가능함.
(남 10명, 여 10명, 계 20명)
2) 추첨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4시 30분, 큰어울림터
다. 일반 전형 : 정원의 3/4 (남 32명, 여 32명, 계 64명)
3) 추첨 방법
가) 참관인 입회하에 대표추첨자가 추첨함.
지원 자격
4) 면접
가. 2011. 1. 1. ∼ 2011. 12. 31.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가) 면
 접 대상자 발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 이후
나.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어린이
본교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
일시
다. 본교의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
- 남자 면접 : 2017년 11월 23일(목) 15시, 인성실
원서 교부
- 여자 면접 : 2017년 11월 24일(금) 15시, 인성실
5) 합격자 공고
가. 교부 방법 : 살레시오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본교 홈페이지 공고
전형별 선발 방법

모집 인원

가. 특별 전형 : 본당 신부님 확인서와 본교관련사항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선발함.
나. 일반 전형 : 추첨과 면접을 통하여 선발함.

신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
2017년 11월 3일(금) 16:30 / 빛소리관

전형별 세부 추진 일정
가. 특별 전형
1) 원서 접수
가) 일시 : 2017년 11월 13일(월) 13:00 ~ 17:00
나) 원서 접수 시 어린이 개별 면접 실시함.
다) 면접 장소 : 교장실(남자), 회의실(여자)
2) 집단면접
가)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14일(화) 15시 / 인성실
나) 적정 인원으로 임시 학급을 편성하여 면접 실시.
3) 합격자 공고 :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홈페이지게시
※ 미
 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특별전형 불합격자 중
다득점 순으로 결정됨.

제출 서류
가. 접수 장소
본교 행정실
나. 제출 서류
1) 입학 원서 1부 (사진 부착)
2) 서약서,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요청시 반환가능)
4) 신부님 확인서, 교적부 1부 - 특별 전형에 한함
5) 수험표 2부 (사진 부착)
다. 전형료 : 30,000원

문 의 처

☎ 227-1016(행정실), 227-1292(교무실)

협조사항
•학교버스 노선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당일 주차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추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당일 7시 이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alesio.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