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입학지원 프로그램 안내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학년도 전자분야 마이스터고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진학에 관심있는 학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입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관
심있는 학생(학부모, 교사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 및 학교안내 책자』 무료 우편 발송

1) 대상: 2023학년도 본교 입학에 관심있는 학생(학부모, 교사 등)
2) 신청기간: 2022. 6. 14.(화)~
3)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 방문 및 신청
가) http://www.gnet.hs.kr/알림마당/공지사항 284번 게시글 참고
나) 본교 홈페이지 팝업참고
4) 학교안내 책자 본교홈페이지 탑재: http://www.gnet.hs.kr/입학안내/온라인 학교 홍보
5) 유의사항: 신청시 브라우저는 반드시 크롬(Chrome)을 사용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지원)
나. 2023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 실시

1) 대상: 2023학년도 본교 입학에 관심있는 학생(학부모, 교사 등)
2) 운영일 및 장소: 2022. 7. 16.(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 신청 및 상세내용 『2022. 6. 16.(목)』이후 본교홈페이지 참고
다. 꿈키움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1) 대상: 2023학년도 본교 입학에 관심있는 학생
2) 운영일 및 장소: 2022. 7. 11.(월)∼7. 14.(목)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3) 신청 및 상세내용은 『2022. 6.16.(목)』이후 본교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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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학상담 및 문의처

1) 문의처: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교무부 054-470-3801(3802, 3809), 010-4451-3801
2)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실시간 입학상담: 카카오톡 실행 → 검색창에서 @gnet(또
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입력 → 채널추가(본교의 새로운 소식과 입학상담 제공)
마.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교 소개

1) 전자분야 마이스터고(학급당 정원 16명, 남∙여 공학, 전국 단위 모집 기숙형 고등학교)
2) 학비 부담없는 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3)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기사 자격 취득
(2021년, 2022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 정규교육기관 선정)
4)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연구개발반, 시스템반도체반, 연간 12억원 내외 지원)
5) 취업 걱정없는 학교(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취업의 질, 본교홈페이지-취업안내
참고)
- 최근 10년간 평균 취업률 96.5%
- 최근 10년간 공기업·대기업 평균 취업률 57.2%(총1,531명)
- 행복한 취업을 위한 G-Value Up System 운영: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코칭
6) 품성 및 성적우수 학생 연간 3억원 내외 장학금 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7) 전교생 무상급식(평일, 1일 3식, 연간 1인 200만 원 내외 지원)
8) 방과후 교육비 전액지원(외국어 과정, 전공능력 향상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등)
9) 학생중심 자율동아리 활동(다양한 교내·외 학생활동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10) 직업계고 최초 학교경영 전국 최우수학교 2회 선정(2012년, 2019년)

붙임

1.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입학지원 프로그램 안내 1부.
2.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홍보 포스터 1부.
3.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교안내 책자 신청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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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