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합격자 등록 안내

2019. 12. 23.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1. 등록대상 : 202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합격생

2. 등록기간 : 2019.12.26.(목) ~ 2020.1.9.(목) 17시까지 (토,일 제외)

3. 제출 서류 및 등록 방법
1단계
학생
등록

① 학생신상카드 1부

(사진 반드시 부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별첨서식]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시 수강료 납부방법에 대한 명시 필수
광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1층 영재교육원 행정실
방문

(입구: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아님)

(※등록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 방문 요청)
서류
제출

(우) 61204
우편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1층 영재교육원 행정실

방법

gnuegifted@hanmail.net,
이메일

학생신상카드 작성 후 스캔하여,
PDF,JPG파일 형태로 송부
(※사진으로 찍은 서류는 해당 안 됨.)
신한카드, BC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용
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만 가능
※ 신용카드로 수강료 납부 시 행정실로 방문해야 함.

2단계
수강료
납부
【4번 수강료
안내 참조】

국민은행, 773901-01-524695, 광주교육대영재교육원
계좌
이체

(예1: 수학 4학년 홍길동 학생 등록 시

‣수4홍길동)

(예2: 인문 기초 홍길동 학생 등록 시

‣인기홍길동)

※ 계좌이체 후 입금확인증을 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 사회통합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
사회통합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입금확인증 대신 제출.

■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는 현금수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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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료 안내
과목
수학, 과학

로봇사이언스

학년 또는 레벨

수강료

3,4,5학년

1,000,000원

6학년

1,500,000원

기초, 중급

1,000,000원

심화

1,500,000원

기초

1,000,000원

중급

1,500,000원

기초

1,000,000원

심화

1,500,000원

기초

1,500,000원

심화

1,800,000원

소프트웨어코딩

인문융합

미술

※ 수강료는 영재교육원 110시간 프로그램에 한함.

5. 유의사항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차 순위 후보자에게 등록하도록 조치.

※ 등록포기자의 경우 :
영재교육원 사무실 (전화 062-520-4277)로 연락 후
등록포기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062-520-4112) 또는 스캔해서
담당자 이메일(gnuegifted@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이중등록 불가 안내 :
본원은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으로 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과
이중등록을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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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찾아오시는 길

교사교육센터

입구

▪교사교육센터 1층 영재교육원 행정실로 오시는 길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관 건물 입구로 진입 ▶ 길 따라 위로 직진
▶교사교육센터 도착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관 건물

교사교육센터

평생교육관 건물

입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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