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사항
1. 본교의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서류접수 시, 확인받은 접수표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형 응시 시에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3. 공정한 입학 전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읽어 보시고, 금지 사항을 위반하
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인·적성소양검사 및 코딩테스트 일정 및 계획 >
집합

11월 2일(금) 08:40까지 금봉관 2층 강당
*입실시간 위반 시 시험응시 불가

복장

자유복(간편복)

* 접수표
준비물

* 본인확인용신분증(학생증, 사진이 포함된 재학증명서 등),
* 실내화
* 필기도구 : 연필이나 샤프 등 (컴퓨터용 사인펜은 학교에서 제공)
* 입실완료시간 : 08:40
* 인·적성소양검사 실시 : 09:00 ~ 11:40

일정 및
예상 시간

* 심층면접 순서 추첨 : 12:00 ~ 12:30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귀가예정시간 : 12: 30 예정
* 마이스터인재전형응시자 코딩테스트 실시 : 14:00 ~ 16:00
* 코딩테스트 응시자 귀가예정시간 : 16:30 예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모자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악세서리
* 단순 시간확인용의 기능 외의 것이 탑재된 기능성 시계
* 핸드폰, 블루투스이어폰, 스마트워치 및 각종 전자 기기류
※ 위 물품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시험 전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모두 수거하오니 핸드폰을 제외한 다른 전자기기
학생
유의사항

등은 되도록 가져오지 마십시오.
* 마이스터인재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의 경우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도시락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간식용 빵과 우유는 제공됩니다.)
* 교복착용 금지
* 11월 2일(금) 금봉관 3층 도서관을 학부모대기실로 개방하겠습니다.

학부모
유의사항

* 강당 및 시험장 주변에는 학부모님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심층면접 추첨 시에도 학부모님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2차 심층면접 일정 및 계획 >

오전

11월 6일(화) 08:40까지 시청각실
*입실시간 위반 시 시험응시 불가

집합

복장
오후

자유복(간편복)

11월 6일(화) 12:30까지 시청각실
*입실시간 위반 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
준비물

* 본인확인용신분증(학생증, 사진이 포함된 재학증명서 등),
* 실내화

* 오전 면접자 입실완료시간 : 08:40 / 오전 면접자 (면접번호 1~ 70)
일정 및
예상 시간

* 오후 입실완료시간 : 12:30 / 오후 면접자 (면접번호 71~ 160)
* 오전 면접자 귀가예정시간 : 12:30 예정
* 오후 면접자 귀가예정시간 : 면접이 끝난 후 개별 귀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학부모
유의사항

* 모자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악세서리
* 단순 시간확인용의 기능 외의 것이 탑재된 기능성 시계
* 핸드폰, 블루투스이어폰, 스마트워치 및 각종 전자 기기류
※ 위 물품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시험 전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11월 6일(화) 금봉관 3층 도서관을 학부모대기실로 개방하겠습니다.
* 시청각실 및 시험장 주변에는 학부모님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