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2021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신청 안내

1. 대상 및 일정
m 대상 : 전국지역 고등학생 및 학부모
m 일시 및 장소
일시

참가대상

2021. 8. 17.(화)

고1~3학생 및

14:00 ~ 17:00

학부모

인원
300명 내외

운영방식
비대면
실시간 강의

참가비
무료

2. 프로그램 소개
m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 일정
시간
14:00 ~ 14:10

세부 내용

진행

◦ 개회
-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 진행 안내
◦ [강연1] 대입 변화 및 전형에 따른 자녀 진학지도 방법

14:10 ~ 15:40

- 대입전형별 비교 및 자녀 강점에 따른 대입 지원 전략

고교교사

- 대입 변화의 동향과 그에 따른 고교생활 방법 소개

◦ [강연2] 인천대학교 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소개
15:40 ~ 16:40

-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안내
- 본교 입시 결과 안내 및 입학전형별 특징 및 주요 변경사항

16:40~17:00

◦ 설문조사 및 폐회

※ 추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인천대
입학사정관

m 프로그램 진행 방법
q 프로그램 사전 안내 사항
- 프로그램 자료집 준비 (자료집은 사전에 온라인 참가자 주소지로 배송)
- 온라인 주소 및 접속 방법 숙지 (사전에 문자 및 웹메일로 안내)
q 프로그램 진행 당일
- 참여 방법: 온라인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입 지원 강연에 참여
- 참여 장소: 참가자 자택 혹은 직장 등

3. 참가 신청
m 신청기간: 2021. 7. 15.(목) 오전 10시 ~ 7. 23.(금) 오후 23시
m 신청방법: 개별 온라인 신청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아래 주소를 통해 접속
PC 신청

http://naver.me/xGOTbzXS

모바일 신청

※ 참가자별로 자료집을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 참가자별로 한 분씩 각각 개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자료집을 발송하오니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m 대상 선정
- 선착순 마감, 신청접수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7. 27일 이후 신청 결과 개별 통보 예정 (참가확정자 및 예비순위자 문자 발송)
- 참가자 확정 후 부득이 취소자 발생 시 예비참가대상자가 참가자 확정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문자 발송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