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등록 유의사항
■ 등록방법 : 우리은행 납부계좌로 송금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송금)
- 은행명 : 우리은행
- 계좌번호 : 112-04-110359
- 예금주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등록기간 : 2019년 1월 30일(수) ~ 2월 1일(금) 16:00
※ 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불합격 처리됩니다.
■ 등록포기, 환불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본 대학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9년 2월 14일(목) 16:00까지 수험생의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의 도장,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교학팀에 와서 등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강 전 일정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19년 2월 20일(수) 10시 30분. 성신교정 진리관.
2) 교구 신학생 연수 및 피정 : 2019년 2월 20일(수)~27일(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신학교 등원 : 2019년 2월 20일 09시. 성신교정 양업관.
• ‘교구 신학생 연수 및 피정’ 안내문 참조.
3) 입학식 : 2019년 2월 28일(목) 10시 30분. 명동대성당.
■ 준비사항
학생증 발급용 사진 : 2월 20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일 반명함판 1매 제출 또는 파일 전송
(hjkwon@catholic.ac.kr / e-mail 제목 및 파일명은 성명.jpg로 작성하여 전송.)
• 교구 신학생은 첨부된 ‘교구 신학생 연수 및 피정’, ‘교구 신학생 준비사항’ 참조
■ 문의처 : 교학팀 (전화. 02-740-9704,9705)

교구 신학생 연수 및 피정

신학교 등원 및 신입생 연수 및 피정에 관한 사항을 보내드리오니,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입생 연수 및 피정
1)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 2월 27일(수)
2) 장소 :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피정동
3) 회비 : 400,000원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도착 후 수납 / ※ 회비는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준비물: (신입생 연수·피정 준비물은 별도의 가방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방 외부에 반드시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기 도 서 : 신·구약합본 성경, 성무일도 제Ⅲ권(연중시기), 소성무일도, 가톨릭 성가책, 가톨릭 기도서, 묵주,
2월 매일미사책
②의

류 : 검정 양복, 흰색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 검정 구두(단정한), 검정 양말, 카라가 있는 남방(셔츠, 목폴라 가능)
평상복, 운동복, 속옷, 양말, 수건 3개, 운동화, 축구화(인조잔디용), 등산화, 기타 겨울 옷, 장갑 등
※ 평상복은 운동복과 구분하여 단정한 옷(빨간색, 형광색 등 튀지 않는 색)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피정 중 손빨래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여벌옷을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③기

타 : 세면도구 일체, 필기구(노트 2권/펜/수정테이프 등), 개인 상비약, 신분증, 개인 알람시계, 개인 컵,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숙지사항 : 부모님 성함 및 세례명, 집 주소,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

◉ 신학원 등원 안내
1) 일시: 2019년 2월 20일(수) 09시까지 (당일은 다소 혼잡하니 안내 봉사 신학생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연수·피정에 필요한 짐과 기숙사의 생활 짐을 구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짐은 양업관 기숙사에 보관합니다.
3) 10시에 ‘양업관’ 성당에서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09:40까지 양업관 성당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말씀의 전례 직후, ‘진리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신학대학 학생회 주관)
5)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15시 30분에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으로 신입생 연수·피정을 떠납니다.
6) 2019년 2월 27일(수)에 신입생 연수·피정을 마치고 신학교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 주의
① 반드시 신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숙사 짐과 신입생 연수·피정(7박 8일)을 위한 짐을 따로 챙겨주시기 바라며, 각자 짐마다 개
인 이름이 적힌 꼬리표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연수·피정 짐에는 이름이 잘 보이게 표기) 또한 신입생 연수·피정 참가
비는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준비하여, 가방에 보관하지 마시고 신입생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실 주의)
② 신입생 연수·피정부터는 일체의 전화통화․외출․외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휴대폰, MP3, DMB가 되는 전자사전, 태블릿 PC, 노트북 등은 지참할 수 없으며, 신학교 내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은 신입생 연수·피정팀 대표 부제 : 김보습 바오로

010 - 4376 - 6662

총무 부제 : 최진호 세례자요한 010 - 3388 - 574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신학생 준비사항
■ 2019년 2월 20일(수)에 아래 준비물을 준비하시되, 일반 짐과 연수/피정 짐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1) 교복 : 검정 양복(투 버튼, 유행을 타지 않는 단정한), 검정 넥타이(무늬 없는), 단정한 정장 벨트,
흰 와이셔츠(반소매/긴소매 각 2벌, 와이셔츠는 왼쪽 가슴 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것으로 준비, 반
소매 와이셔츠의 경우 와이셔츠 하단을 일자형으로 수선해도 좋음(굴곡형은 바지 안으로/일자형은
밖으로 착용함), 양말 다수(전례용은 검은색, 일상용 양말은 무난한 색으로 준비), 긴팔 폴라티/카
라티/카라 남방(평복 입을 때 착용, 단정한 것으로), 전례화(클래식한 검정색 정장구두, 광택을 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로서, 끈이 있는)
2) 침구류 : 이불 1개, 이불커버 2개, 베개 1개, 베개커버 2개, 싱글 사이즈 요패드 2개, 침대보 1개
① 침대보 : 폭-170cm, 길이-270cm. 레이스나 무늬 없이 황토색으로 재봉하여 준비
(이불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용도입니다.)
② 매트리스커버는 학교에서 공용으로 준비합니다
3) 필수용품 : 신구약 합본 성경, 성무일도1권~4권(양업관성당 비치), 소성무일도(대성당 비치), 가톨
릭 성가책, 가톨릭 기도서(성가책 및 기도서는 대성당과 양업관 성당에 각각 비치, 성가책/기도서
합본으로 준비하면 편리함, 추후에 성가대를 하고자 할 경우는 혼성합창용 성가책이 필요함), 묵
주, 책상 전기스탠드, 멀티탭, 노트 다수(강의노트(대략 8-9과목), 복음 묵상, 영적 일기 용도), 필
기도구 등 문구류 일체, 책가방, 동계/하계 일상복, 운동복, 옷걸이, 속옷, 양말, 신발(일상용 슬리
퍼/욕실용 슬리퍼/운동화는 필수, 풋살화(인조잔디용 축구화), 등산화(신학생으로서 생활하면서 등
산화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씩 있고, 신입생 연수 기간 중 등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휴지통, 컵,
T-money카드(공중전화사용), 세면도구 일체 및 세면용품 바구니(샴푸, 비누, 수건, 면도기, 치약,
칫솔 등), 손톱깎이, 귀이개, 바늘과 실, 우산, 알람시계, USB, 반명함판 사진 10장, 현금(책 값,
필기구 값 정도)

<휴대폰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절대 사용 금지(적발 시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빨래 번호표 - 겉옷 상의는 목 부분, 겉옷 하의는 오른쪽의 안쪽 벨트 부분, 속옷 상의는 목 부분,
속옷 하의는 허리 부분, 양말은 목 부분 : 모든 의복에는 라벨을 부착하여 준비하십시오. 표시 번
호는 학번이며,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1.3cm로 맞추되 흰색 바탕에 빨강글씨로 제작 바랍니
다. 가급적이면 컴퓨터 프린트 방식보다는 자수 방식의 라벨을 권장합니다. (프린트 방식은 여러
번 세탁 후에 지워지기 쉽습니다.)
5) 공인인증서 (2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동의절차까지 마쳐야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
다.)
6) 종합검진 결과‘B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와‘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받은 학생은 등원 전에
예방접종 및 적절한 진료를 받고 등원 바랍니다.

※ 교구 준비사항에 대해 본당의 선배 신학생이 없어 문의처가 없을 경우 아래 신학생에게 문의
바랍니다.
양업관 자치회장 : T2 조승래 세례자요한

010 – 5077 - 9904

양업관 총무 :

010 - 5365 - 6837

T2 김문식 마티아

※ 짐을 가져오실 때 눈에 잘 띄는 글씨로 짐에 이름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