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 준비물

항목 내용
주소 이전용 등본(세대주 및 주소확인용),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문자[음성,negative], 결핵검진확인서, 수능 성적표, 생활기

록부
침구류 침대용 패드, 이불, 베개

의류

티(5장 이상), 양말(7켤레 이상), 잠옷, 속옷(5벌 이상), 트레이닝복 1벌, 방한용 패

딩 등

※ 세탁은 주2회 무료 세탁&건조 진행

(세탁금지-겨울코트, 패딩, 청바지, 운동화, 흰색티, 흰색양말, 고가의 브랜드 의류 

등)

※분실을 대비하여 의류 라벨(택)에 본인 이름 표시할 것

※세탁과 건조 과정 중에서 수축 및 탈색 가능성이 있는 의류 세탁 불가 (보상)

세면도구
비누, 세면용품, 수건(5장 이상), 면도기(男), 드라이기, 욕실슬리퍼, 욕실바구니, 칫

솔, 치약 (양치세트는 숙소, 교실용으로 2세트 준비), 로션, 샴푸
의약류 진통제 및 종합감기약, 붙이는 파스는 개인 구비

생활용품
마스크, 운동화, 실내화(슬리퍼), 방석, 위생용품(女), 자물쇠, 독서대, 텀블러, 화장

지, 예비용 안경, 체크카드(매점에서 사용 가능)

학습도구
학원 수업교재 외에 본인 학습을 위한 서적, 사전(국어,영어 종이사전), 필기도구

(샤프,볼펜,형광펜,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자, 가위, 풀 등 학습도구, 노

트, 연습장, 스톱워치, 아이패드(인강용), 태블릿 (인강용)
개인용

운동기구
배드민턴 라켓 및 셔틀콕, 줄넘기 등

휴대금지품목

건강식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류,향수,휴대폰, 노트북, PMP, MP3, USB, SD

카드, 게임기, 매직기, 고데기, 전기장판, 전기스탠드, 안마기 등의 전열 전

자 기기, 잡지, 만화, 소설, 에세이 등의 서적, 액세서리, 색조화장품, 헤어젤, 

왁스, 헤어스프레이, 고액의 현금 등 학습과 관련 없는 용품과 고가의 신발 

및 의류(반입금지물품은 품신 검사 후 지도교사가 보관하며, 외출/귀가 등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반출)

※학습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품신검사 후 지도교사가 보관하며, 귀가/휴

가/장거리 외출 등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돌려드립니다.

입소전 

당부사항

-가족 중 입소일 근 시일내 해외여행 또는 발열 및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

이 있으신 경우 자발적으로 입소일을 뒤로 미루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입소일을 변경하셔도 반편성고사, 개별적 오리엔테이션, 적응상담 등 중요

한 과정은 모두 진행 됩니다.)

-입소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며 입구에서 손소독 및 발열체크를 진행

합니다.

-학습에 필요 없는 물건은 가져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부음식 

반입 금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전화,외출, 외박 및 면회를 제한하오

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