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Summer GLPS 프로그램 안내
1. 캠프 기간
2016년 7월 25일(월) - 2016년 8월 13일(토), 20박 21일
입소일: 2016년 7월 24일(일) 14:00
 
2. 참가인원 
350명 내외

3. 모집 대상 및 선정 기준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 
본교 기숙사 수용 사정에 맞추어 성별, 학년별 선착순으로 선정

4. 접수 기간
2016년 5월 4일부터 - 선착순 모집 
 
5. 참가비
350만원(일시납) -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 요망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3-636952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 참가비 내역
① 등록금(50만원): 행정처리 및 제반 준비 비용
② 교육비(300만원): 수업비,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보험료 등 제반 비용
● 할인혜택 – 해당자는 할인 적용된 금액 납부
① 동반입소 형제
- 각 35만원 할인: 가족관계증명서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및 신청서에 형제 이름 기재
② 재 참가자(GLPS 3주 수료자)
- 35만원 할인: 신청서 작성시 참가년도 및 겨울, 여름 방학 기재
③ 횡성군 관내학교 재학생
- 100만원 할인: 재학증명서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④ 중복할인 없음
 
6. 신청방법
① 원서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반명함판 사진 첨부) ☞ GLPS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② 아래 프로그램 중 택일하여 참가신청  ☞ 프로그램소개 바로가기
 - GLPS Classic: 영어토론 중심 프로그램
 - GLPS Active: 자연관찰, 실험 등 탐구 활동 중심 프로그램 
③ 참가비 납부
④ 참가확정 안내: 개별 문자통보 
 
7. 반 편성
입소 후 영어작문과 영어인터뷰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반 편성



반 편성은 초, 중학교 구분하나 학년 구분은 없음
 
8. 입.퇴소 방법
개별 입, 퇴소 또는 대도시 위주로 입. 퇴소일 버스운행(신청일 추후 공지)

9. 취소 및 환불규정
● 취소 신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참가 취소 신청 이메일 주소: glps@minjok.hs.kr
● 취소/퇴소 시 환불
 - 입소일 2주일 전(2016년 7월 10일)까지: 등록금 및 교육비 전액 환불
 - 이후부터 입소일(2016년 7월 24일) 14:00 까지: 등록금의 50% 공제 후 환불
 - 이후부터 8일차(2016년 8월 1일)까지: 등록금 공제 및 교육비 - (교육비 * 퇴소일 까지
의 수업일수/총 수업일수) 금액  환불
 - 이후: 환불 불가
● 불가피한 퇴소의 경우 
 - 전염성 질환, 사고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퇴소하는 경우: 등록금 공제 
및 교육비 - (교육비 * 퇴소일 까지의 수업일수/총 수업일수) 금액  환불
● 환불 불가
 - 개인 사정으로 늦게 입소하는 경우의 교육 손실 기간
 - 입소 후 개인 사정으로 귀가, 업무를 처리한 후 귀교하는 경우의 교육 손실 기간
 - 입소 후 전염성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판명되어 귀가, 치료하고 귀교하는 경우의 교
육 손실 기간
 
10. 기타
 - 캠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보
상함
 - 캠프 중 발생하는 본인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보상함
 - 캠프 중 발생하는 쌍방간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 가해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보상함
 - 2주 미만의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캠프기간 중 일괄 발급함
 
11. 문의 및 안내
GLPS 홈페이지: www.glps.or.kr / Q&A게시판
전화: 070-4742-0123(월-금 9:30~11:45, 13:30~17:20, 공휴일 휴무)
팩스: 033-342-7642
E-mail: glps@minjok.hs.kr
캠프 접수기간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