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충신유치원 원아모집 요강
1.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
충신유치원은 기독교적 소명을 품고 1986년에 설립된 충신교회 부설 유치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사람과 자연을 이해하고 행복한 인간으
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며 일상생활 중 기독교교육을 적용합니다. 행사(입학식, 졸업식, 참여수업, 여
름성경학교 등)와 절기예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를 통해 신앙이 자라도록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로 교육합니다.

2. 원아모집 일정 및 대상
구분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우선모집

일반모집

서류제출은 방과후과정반
지원 대상자만 해당

2018. 11. 1.(목) ~ 11. 6.(화)

2018. 11. 21.(수) ~ 11. 26.(월)

(유치원)증빙서류확인
추첨, 발표
유치원 입학등록
대기자 관리

11. 7.(수) ~ 11. 9.(금)

11. 27.(화) ~ 12. 3.(월)

11. 12.(월)

12. 4.(화)

대상 범위
모집연령 및 과정
모집인원
2015.1.1.~2015.12.31.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
(방과후과정 지원
대상자만 해당)

11. 13.(화) 09:00 ~ 11. 15.(목)24:00 12. 5.(수) 09:00 ~ 12. 8.(토)24:00
12. 9.(일) ~ 12. 31.(월)
2019학년도 충신유치원
충신유치원의 설립목적 및
재학생 동생
교육이념에 동의하는 자
만3세
만3세
교육과정반
교육과정반
남자 : 3명 / 여자 : 1명
남자 : 33명 / 여자 : 35명
만3세
만3세
교육과정반+방과후과정반
교육과정반+방과후과정반
남자 : 0명 / 여자 : 3명
남자 : 13명 / 여자 : 10명
1. 맞벌이자녀
1. 맞벌이자녀
맞벌이부부 : 재직증명서 각1부
맞벌이부부 : 재직증명서 각1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2. 다자녀(3자녀이상)
2. 다자녀(3자녀이상)
등본(확인후 돌려줌)
등본(확인후 돌려줌)
-제출방법 :유치원방문 직접 제출
-제출방법 :유치원방문 직접제출

※ 만4,5세(2013. 1. 1~2014. 12. 31)는 재학생으로 충원되어 모집하지 않습니다. 대기를 원하실
경우 11/1(목) 09:00 이후 유치원으로 전화하여 대기할 수 있습니다. (Tel : 793-4266)
※ 등록이 완료된 유아는 1차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일시 : 2018. 12. 19.(수)
교육과정반 : 10시 / 교육과정반+방과후과정반 : 16시
준비서류 : 유아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확인용)

3. 유의사항
1)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www.go-firstschool.go.kr)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시스템관련 문의는 학부모 서비스 (콜센터) 1544-0079 + 9번 + 1번
2) 충신유치원 원아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신유치원 홈페이지(http://kids.choongshin.or.kr/
공지사항에 있는 원아모집 관련 안내사항 및 유치원 홍보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