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대입전형 대비를 위하여
<2021학년도 동아대학교 학부모 입학상담 캠프(창원컨벤션센터 CECO)>에
초청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에 우리학교 대입전형 안내
및 1:1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2021학년도 학부모 입학상담 캠프>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
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대입 준비를 위해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학부모님
의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Ë

행사 개요

Ë

v 일시: 2020. 8. 27.(목), 11:00 ~ (등록 10:30 ~ )

v 장소: 창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Ⅰ~Ⅲ
v 대상 및 인원: 부산․․경남지역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명 내외
v 내용
- 동아대학교 2020학년도 전형결과 공개 및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 대입전형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입시지원 전략 모색
- 1:1 개별 상담(50명 내외)
v 참가비용: 무료(주차권, 중식 및 다과 제공)
v 신청기간: 2020. 7. 27.(월) ~ 2020. 8. 21.(금)
v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naver.me/5B5szYpQ) 및 당일 현장접수
v 준비물: 학교생활기록부 지참 권장(1:1상담 신청자만 해당)
v 문의사항: 입학사정관 송희경(051-200-6312), gmlruddl@dau.ac.kr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열화상카메라, 개별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 본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전개에 따라 일정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동아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v 세부 일정
시 간

소요시간

행 사 일 정

10:30 ~ 11:00

30

등록

11:00 ~ 11:10

10

11:10 ~ 11:40

30

11:40 ~ 12:40

60

12:40 ~ 14:00

80

14:00 ~ 15:30

90

개회사
동아대학교 2020학년도 전형결과 공개 및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강 사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장
동아대학교 입학사정관

대입전형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최현정

입시지원전략 모색

(경남대입정보센터 파견교사)

중식(장소: 행사장 내에서 제공)
1:1 개별 상담(50명 내외)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0. 8.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장

희망하는 학부모님만 해당

n 찾아오시는 길

n 열차 이용
‣창원중앙역 – 센터에서 5km(차량 10분 소요)
‣창원중앙역 – CECO운행 시내 버스: 220, 221
‣창원역 – 센터에서 6.5km(차량 15분 소요)
‣창원역 – CECO운행 시내 버스: 102, 109, 113
‣창원역 – 시티세븐 운행 시내 버스: 102, 109,113, 703, 710, 757
‣마산역 – 센터에서 9.7km(차량 20분 소요)
‣마산역 - CECO운행 시내 버스: 102, 109
‣마산역 - 시티세븐 운행 시내 버스: 102, 109, 703
n 고속/시외버스 이용
‣창원종합버스터미널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
‣마산시외버스터미널 –
‣마산시외버스터미널 –
‣마산시외버스터미널 –

센터에서 2km(차량 5분 소요)
CECO운행 시내 버스: 103, 506
센터에서 9km(차량 20분 소요)
CECO운행 시내 버스: 102, 103, 109, 113
시티세븐 운행 시내 버스: 102, 103, 109, 113, 703, 710

n 시내 교통 이용
‣CECO 경유 버스 노선 – 17, 102, 103, 109, 113, 155, 220, 212, 221, 506, 751
‣시티세븐 경유 버스 노선 – 17, 102, 103, 109, 113, 155, 212, 220, 221, 506, 703, 710, 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