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교육 입교안내
<중앙연수원 국내연수부 교육기획팀 박성은 ☏031-780-7812>

새마을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에 귀 지회가 참여토록 계획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명:

중학생 특별 수련(2차)

▶ 선발대상 :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학생 및 희망 중학생

▶ 교육기간 :

2017. 8. 9(수) - 8. 11(금), 2박3일

▶ 입교등록 :

2017. 8. 9(월) 12까지 도착

※ 접수 및 등록 : 12시부터

1. 연수원에서 중식을 하실 경우 3일전에 미리 인트라넷으로 예약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연수원에 11시30분까지 도착하여 식사하시고 12시부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식당 이용시간 (11:20부터~12:00까지), 예약문의: ☏(031)780-7812, <1인당 5,000원>
료 : 2017. 8. 11(수) 13:00 예정

▶ 해당지역 및 인원 :
시도별

63개지회

267명예정

인

원

중구 (2) 용산 (3) 성동 (2) 동대문 (2) 중랑 (2) 성북 (4)

서울

(30)

인천

(20)

울산

(35)

경기

(79)

충북

(25)

충주 (3) 제천 (3) 보은 (4) 진천 (3) 괴산 (3) 음성 (9)

경북

(38)

경주 (4) 구미 (30) 청도 (4)

강북 (2) 도봉 (4) 노원 (4) 은평 (1) 양천 (2) 송파 (2)
중구 (2) 동구 (2) 남구 (2) 연수 (2) 남동 (3)
부평 (2) 계양 (2) 서구 (3) 강화 (2)
중구 (10) 남구 (14) 동구 (6) 북구 (5)
김포 (7) 이천 (2) 구리 (11) 안성 (15) 포천 (7)
오산 (7) 여주 (8) 동두천 (13) 과천 (2) 가평 (7)

창원 (3) 진주 (4) 통영 (2) 사천 (2) 김해 (2) 밀양 (2) 거제 (2)

경남

(39)

양산 (2) 의령 (2) 함안 (2) 창녕 (2) 고성 (2) 남해 (2) 하동 (2)
산청 (2) 함양 (2) 거창 (2) 합천 (2)

제주

(1)

서귀포 (1)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연수원홈페이지→「연수생등록관리프로그램」이용 바랍니다.
※ 제출마감일 : 2017. 7. 26(수) 18:00까지

< 교육생 선발 및 입교시 유의사항 >
○ 간소복 차림과 운동화, 세면도구( 수건, 칫솔 등) 꼭 지참
○ 입교시 주류 지참자나 연수 중 음주행위자는 퇴교 및 지부( 지회) 통보
○ 교육기간 중 면회, 외출, 외박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