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경영대학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First DAUist Camp) 안내

자랑스러운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신입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경영대학 신입생으로

 반드시(‘MUST’) 참석해야만 하는 첫 행사(‘FIRST EVENT’)입니다.

첫째, 혼자 생각하면 매우 막막한 수강신청, 학사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4년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로드맵 설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교수님, 선배, 동기를 만나고, 인생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사 특강을 들

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특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9학년도 경영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의 시간적ㆍ경제적 절약을 위해 별도로 진

행하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First DAUist Camp, 학교 공식행사)과 경영대학 학생회 행사인 예비

대학(힐링캠프)를 대학 최초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경비 절약과 동시에 시간절약은 물론 집

중적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은 항상 학생을 위한 개혁을 선도 합니다.

1. 행사개요

  가. 일자 및 장소 

  - 일자: 2019. 2. 20.(수) ~ 2. 23(토) [3박 4일]

  - 장소: 경주 블루원 리조트

  나. 행사 내용 

  - 2019학년도 경영대학 신입생 입학식

  - 2019학년도 경영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19학년도 경영대학 학생회 예비대학 힐링캠프

【일자별 프로그램】

  
  ※ 위의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모의토익,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행사 종료 및 귀가는 부민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 모의토익 결과는 경영대학 1학년 필수 교과목인 「경영기초영어」 분반 편성에 사용되므로 필수적으로 응시

하여야 합니다.

일 자 진행 프로그램

2019.2.20.(수)
학과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 모의토익(필수) / 폭력예방교육
입학식(환영사 및 신입생 대표선서) / 미래직업 선배초청 특강

2.21(목)
경영대학 비전 선포식 / 학과별 DAUism 소개(학과장) / 명사 초청특강
슬기로운 대학생활 안내/ 우수 DAUist Talk Show / 단과대학 레크레이션 및 초대공연

2.22(금) 학생회 소개 및 신입생 장기자랑 / 학과별 레크레이션 / 조별활동(대학생활 Q&A)

2.23(토) 퇴소식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2. 집결 일시 및 장소

  가. 학생(신입생)  

  - 일시: 2019. 2. 20(수) 오전 09:00

  - 장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경영대학 [집결지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 세부집결장소

구 분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세부집결장소 경영대학 1층 경영대학 로비 경영대학 로비 경영대학 1층

  나. 학부모  

  - 일시: 2019. 2. 23(토) 오전 11:00

  - 장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경영대학 9층 901호[집결지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3. 참가비 납부 안내(오리엔테이션+힐링캠프 동시진행 / 별도참가 불가)

구 분 오리엔테이션 힐링캠프

금 액 100,000원 68,000원

납부기간 2019. 1. 30.(수) ~ 2. 1.(금)

납부방법 등록금고지서 출력 시 지정된 계좌로 기한 내 납부
계좌번호: 부산은행 101-2060-5262-01
예금주: 숨경영대학학생회모임 이창윤추가합격자

또는
납부기간 내
미납한 경우

계좌번호: 부산은행 113-2011-3938-03
 예금주: 동아대학교 경영대학OT

계좌입금 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본인 학과(경영/관경/국무/경정)_이름_핸드폰뒷자리로 입금
★ 예시: 경영홍길동1234 ★

 ※ 경영대학 오리엔테이션 참가비와 학생회 힐링캠프 참가비 입금 계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힐링캠프 동시 진행됨(2 개 행사 중 1 개 행사만 참가 불가!!)

4. 준비물: 신분증, 필기구, 참가비 납입 영수증, 세면도구, 타올, 따뜻한 외투(패딩)

5. 신입생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고지

우리 대학에서는 행사 참가 신입학생들의 안전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영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입생들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여행자보험 계약 보험사(보험계약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에 제공됨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대학 해당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Office 051-200-7406, 7489 051-200-7426, 7490 051-200-7437, 7436 051-200-7463, 7474

H.P(긴급) 010-5833-7406 010-5788-7426 010-5767-7437 010-5606-7463
 

2019. 1.

  

동  아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