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학교 입학지원서
학 생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보호자
이름 (관계)

(

)

직업(직장)

생년월일
휴대전화

거주지 주소
집(직장)전화

e-mail

이름 (관계)

(

)

직업(직장)

생년월일
휴대전화

거주지 주소
집(직장)전화

e-mail

불이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명예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명예서약]에 동의하십니까?
학생 :

보호자 :

[불이학교 명예서약]
“나는 불이학교에 지원하면서 친구와 선생님을 대할 때나 수업에 임할 때 등
모든 학교생활에서 상대를 배려하며,
스스로 정직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학

월

일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불이학교 전형위원회 앞

학생이 그동안 받은 교육
교육기관

지역 및 내용

기간

~
~
~
~
~
~
~

가족관계 (지원자와 보호자 외)
이름

나이 및 관계

직업(또는 신분)

알아둘 사항

학생 자기소개서
이름 :
생년월일 :
※ 먼저 끝까지 읽어본 다음 지원하는 학생 스스로 손 글씨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연필 대신 볼펜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1. 불이학교의 불이는 ‘둘이 아닌’ 不二, ‘다르지 않은’ 不異의 뜻입니다. 불이를 한자
로 잘 따라서 써보세요.

2. ‘남과 다른 나’에 대해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3. 관심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4. 기억에 남아있는 재미있었던 일과 슬펐던 일은 무엇인가요?

5.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6.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그 친구의 어떤 면이 좋았나요?

7. 친구를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써주세요.

8. 만약 불이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친구들과 어떻게 사귀고 싶나요?

9. 하루 컴퓨터 이용시간은 몇 시간 정도며, 용도는 주로 무엇인가요?
컴퓨터 -

TV -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

기타(태블릿, MP3, 게임기 등) -

10. 불이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인 1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유예하게 됩니
다. 그 기간동안 친구와 선생님 얼굴을 좀 더 많이 바라보며 소통하고 적응하는 시
간을 갖게 되리라 봅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함께 공부합니
다. 만일 불이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1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신 어떤 시
간을 보내고 싶은 지 본인의 의견을 써주세요.

11.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2. 그동안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배우고 싶은 공부는 무엇인지 진솔하게 써주세요.

13.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을 5권 이상 써보세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호자 자기소개서
이름 :
지원학생과의 관계 :
1. 불이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아이와 함께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 아이의 장점과 특성은 무엇이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3.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지내오면서 아이와 힘들었던 부분을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4. 지금 아이의 심리상태는 어떠한지, 크게 아픈 적이 있거나 학교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 지금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외모, 성격, 부모, 친구관계, 학습 등)

6. 그동안 아이가 받았던 사교육과 아이의 반응에 대해 써주세요.

7.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요? 1년 동안의 유
예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스마트폰 없이 지내실 때 어떤 계획을 갖
고 계신지요?

8. 최근에 읽었거나 지금 읽고 계신 책이 있으면 써주세요.(보호자)

9. 불이학교를 졸업한 후 아이의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10. 불이학교 학부모가 되신다면 크게 나눠서 다음 세 가지 활동 중 하나 혹은 둘
혹은 세 가지 활동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1) 학교 활동 - 운영위원, 학년 대표, 소위(짱), 동아리 등등
2) 지역사회 활동
3) 대안교육연대 활동
물론 5년 동안 꼭 한 가지만 정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활동에 O 표시를 해주시고, 그 활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1. 불이학교는 지역사회와 더욱 함께 하고, 졸업생의 진로에도 도움을 얻고자 협동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불이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이
됩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조합원으로서 교육을 받고 권
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 있습니까?

12. 그 밖에 불이학교에 대한 바람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주세요.

∎ 불이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독립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출자금(300만원), 발전기금(300만원), 입학금
(편입생 포함, 60만원), 월교육비(58만원+희망 품앗이기금)로 운영합니다. 출자금과
발전기금, 입학금(편입생 포함)은 신편입 시 최초 한번 납입하는 금액이며, 교육비는
방학기간 포함 매월 납입합니다. 출자금과 발전기금은 분할 납부 가능하며 기타 경
제적 형편에 따라 학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은 졸업 또는 학교를 그만둘 때 반환 받습니다. 단, 미납금액(월교육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합니다. 학생의 사유로 인하여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둘 경우 학교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학기의 교육비는 전액 납부합니다. <불이학교
정관 제18조(교육비) 8항 참조>
∎ 발전기금과 입학금은 불이학교 시설운영과 교육기자재 구매 그리고 학교의 발전
을 위해 기부하는 금액으로 졸업 및 입학 이후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돌
려받지 않습니다.
∎ 불이학교 학부모가 된다면 이상의 내용을 수락하고 총회 및 학부모 교육 등 제
반 학교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서로 다르지 않
다는 불이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교사-학부모 서로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지

역사회에서 불이교육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힘을 합칠 것을 약속합니다.

아빠 :

(서명)

엄마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