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예정일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고등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교명 예정일 방법(장소/비대면) 온라인 회의 주소 참여 신청 방법(온라인 설문 주소 등) 문의전화

1 경기세무고등학교 2021.10.20.(수) 15:45 ~17:00 zoom
회의 ID: 373 407 2122

암호: KT2021
https://forms.gle/wu8TDgUBgPseDjKC9 031-959-4197

2 광탄고등학교

2021.10.5.(화) 17:00 ~18:00 줌
회의 ID: 922 409 5923

암호: 12341234
http://www.gtan.hs.kr/board/bbs/index.php?group_code=bbs&category_id=211&p_cate_id=109&m_id=389031-956-0051

2021.10.27.(수) 17:00 ~18:00 줌
회의 ID: 922 409 5923

암호: 12341234
http://www.gtan.hs.kr/board/bbs/index.php?group_code=bbs&category_id=211&p_cate_id=109&m_id=389031-956-0051

3 교하고등학교

2021.10.26.(화) 18:00 ~ 20:00 시청각실 - http://naver.me/GkKPuhqX 031-956-7620

2021.11.2.(화) 18:00 ~20:00 줌
ID: 838 7578 8832,   

암호 : gh2021
코로나상황으로 대면 설명회 어려울 경우 진행 031-956-7620

4 금촌고등학교
2021.10.28(목) 18:30~19:30

대면

(1층 시청각실)
해당없음 https://url.kr/gheobd

031-946-5672

2021.10.28(목) 18:30~19:30
유튜브

(대면 운영 불가시)
https://www.youtube.com/channel/UCSTNGmR5E7fsr9HSmcx4vmg

5 동패고등학교 2021.10.27.(수) 19:00 ~ 21:00 시청각실 비대면으로 변경시 사전 공지 예정 031-956-8671

6 문산고등학교 2021.10.27(수) 19:00~21:00
대면

(1층 시청각실)
- https://forms.gle/wNqXw9egQ7yykK8f6 031-960-9600

7 문산수억고등학교 2021.10.28.(목) 19:00 ~ 20:00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1Szk0VEJqnW6xCLedJrQOwhttps://forms.gle/uuiz9sXqP336ZH558 031-952-2402

8 문산제일고등학교 2021.11.2.(화) 18:00 ~ 19:00 줌(비대면)
회의 ID: 593 798 2463

암호: 1234
http://naver.me/5mYdi8oK 031-950-9461

9 봉일천고등학교 2021.10.27.(수) 18:00 ~ 20:00 줌(비대면)

회의 ID 924 268 8610

비번 : 1234

(대면으로 변경시 사전 공지 예정)

https://forms.gle/hnHNqimViutYJa5c6 031-950-0112



연번 학교명 예정일 방법(장소/비대면) 온라인 회의 주소 참여 신청 방법(온라인 설문 주소 등) 문의전화

10 삼광고등학교
2021.10.7.(목)

1차:11:00-12:30, 

2차: 14:30-16:00

대면(세빛카페 및 

어학실)
비대면시 사전 공지 031-958-3780

11 세경고등학교

2021.9.25.(토) 14:00~17:00
세경고등학교

중강당
http://naver.me/5xlrLs2U 031-950-9920

2021.10.23.(토) 

1부 10:00 ~12:00

2부 14:00~16:00

출판단지

지지향
차후 신청 URL 배포 예정 031-950-9920

12 운정고등학교

2021.10.23.(토) 10:00 ~ 12:00 대면(1층 시청각실) - 차후 신청 URL을 중학교(담임)를 통해 배포 예정 031-950-7330

2021.10.30.(토) 10:00 ~12:00 대면(1층 시청각실) - 차후 신청 URL을 중학교(담임)를 통해 배포 예정 031-950-7330

13 율곡고등학교

2021.10.29.(금) 18:00 ~ 20:00 대면
코로나 단계에 따라 대면 설명회가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이 유튜브(비대면)로 전환

하여 시행 예정

신청방법은 추후안내 예정(학교홈페이지 참고)

031-958-0883

2021.10.29.(금) 18:00 ~ 20:00
유튜브

(대면 운영 불가시)

미술 

https://www.youtube.com/channel

/UCbo8UR2ByOCS2-IQWSQO5jw 

음악 

https://www.youtube.com/channel

/UC06l4GZP2cv-NtEbnqEORzg

031-958-0883

14 지산고등학교 2021.10.28.(목) 17:30 ~ 19:30 교내 체육관 해당없음 가정통신문 회신 031-930-4615

15 파주고등학교 2021.10.26.(화) 16:00 ~ 18:00 줌 ID : 649 227 4922, 암호 : 1111 http://naver.me/FXZB7WAT 031-952-2648

16 파주여자고등학교
2021.09.30.(목) 16:00 ~ 18:00 줌(ZOOM) ID : 372 882 6584  암호 : 1234 https://forms.gle/AQVWDXqusWSWXcYU6 031-770-5931

2021.10.07.(목) 16:00 ~18:00 줌(ZOOM) ID : 372 882 6584  암호 : 1234 https://forms.gle/AQVWDXqusWSWXcYU6 031-770-5931



연번 학교명 예정일 방법(장소/비대면) 온라인 회의 주소 참여 신청 방법(온라인 설문 주소 등) 문의전화

17 한민고등학교

2021.10.30.(토) 10:00 ~ 12:00

                    14:00 ~ 16:00
줌

설명회 전일 희망 학부모, 학생에게 
메시지로 전달

입학 설명회 2 ~ 3주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사전 설문
031-937-6504

2021.11.27.(토) 10:00 ~ 12:00

                    14:00 ~ 16:00
줌

설명회 전일 희망 학부모, 학생에게 
메시지로 전달

입학 설명회 2 ~ 3주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사전 설문 031-937-6504

18 한빛고등학교 2021.10.29(금) 18:00 ~ 21:00 한빛고 시청각실/대면 http://naver.me/x1enwO0f 031-920-7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