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국민교육 입교안내
<중앙연수원 연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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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공장새마을지도자 과정

▶ 선발대상 :

직장지도자, 청년봉사대, 직장회원사. 기업체 임직원, 희망직장인 등

▶ 교육기간 :

2018. 8. 8(수) - 8. 9(목), 1박2일

▶ 입교등록 :

2018. 8. 8(수) 12:20까지 도착

※ 등록 : 12시30분부터

연수원에서 중식을 하실 경우 인트라넷(박성은)으로 8/2(목) 16:00까지 예약 후
중식비는 교육비계좌로 입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예약 절차 : (지역명+인원) 인트라넷 및 후이즈 메신져로 (박성은) 예약!! 확인 후 입금
※

▶수

연수원식당 (11:30부터~12:30까지), 예약문의: ☏(031)780-7812, <1인당 5,000원>
료 : 2018. 8. 9(목) 13:00 예정
51개지회

▶ 해당지역 및 인원 :
시도별
서울

150명예정

인

원

10명 광진구 (2), 양천 (2), 강서 (4), 송파 (2),

대구

7명 중구 (1), 동구 (1), 남구 (1), 북구 (1), 수성구 (1), 달서구 (2),

인천

4명 시지부 (4),

대전

5명 대덕구 (5),

울산

8명 시지부 (4), 중구 (2), 북구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42명

수원 (2), 성남 (5), 안양 (2), 남양주 (5), 시흥 (4), 화성 (5), 김포
양주 (5), 하남 (4), 의왕 (8),

9명 춘천 (9),
25명

청주 (5), 충주 (1), 제천 (4), 보은 (2), 옥천 (2), 영동 (2), 진천
괴산 (2), 음성 (1), 단양 (2), 증평 (1),

2명 서산 (2),

전남

14명 목포 (4), 여수 (4), 화순 (4), 해남 (2),

경북

15명 경주 (4), 구미 (5), 청도 (4), 울릉 (2),

경남

8명 진주 (2), 통영 (2), 사천 (2), 김해 (2),

제주

1명

서귀포시

(1),

▶ 교육대상자 등록은 연수생등록프로그램으로 접속→등록
※ 제출마감일 : 2018. 8. 2(목) 16:00까지)

< 교육생 선발 및 입교시 유의사항 >
○
○
○
○
○

(2),

지병이 있는자, 거동이 불편한자, 한글해독 불능자, 70세 이상의 노약자 등
최근 1년 이내 동일과정에 입교했거나 과정이 다르더라도 작년에 수료자 선발 지양
간소복(긴팔) 차림과 운동화, 세면도구, 물통, 수건 등 꼭 지참
입교시 주류 지참자나 연수 중 음주행위자는 퇴교 및 지부(지회) 통보
교육기간 중 면회, 외출, 외박 금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