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대입전형 대비를 위한
<2023학년도 학부모 입학상담 캠프>에 초청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우리학교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3학년도 학부모 입학상담 캠프>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대입 준비를 위
해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š›

행사 개요

›

✤ 일 시 : 2022.1.26.(수), 10:00 ~ (등록 9:30 ~ )
✤ 장 소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세미나실
✤ 대상 및 인원 : 부산지역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선착순 40명)
✤ 내 용 : 2023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안내, 2023 대입에 대한 이해와 준비, 1:1 개별상담 등
✤ 준비물 : 1:1 개별상담 신청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참 권장
✤ 참가비용 : 무료(주차권, 다과 제공)
✤ 참가 신청 기간 : 2022.1.12.(수) ~ 2022.1.24.(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naver.me/5vMJqxUa
※ 별도로 참가 확인 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며, 선착순 40명 이내 (1:1 개별상담의 경우, 신청자만 해당)
입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라 개인별 참가신청 필수입니다.

✤ 신청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12.3)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라 방역패스 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제시 혹은 미불응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1. 방역패스 확인방법(사후 제시 절대 불가)
가. 예방접종완료자: COOV 앱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나. PCR 음성확인자: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증명서중 하나의 증명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다.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1)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2)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을 제시
3)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문의사항 : 박하연, 051) 200-6312
✤ 세부 일정 및 장소
시 간

분

행 사 일 정

9:30 ~ 10:00

30

등록

10:00 ~ 10:10

10

개회사

10:10 ~ 10:30

20

Ÿ 동아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안내

10:30 ~ 11:30

60

11:30 ~ 13:00

90

Ÿ 2023 대입에 대한 이해와 준비
다과 제공 / 1:1 개별 상담 (사전 신청자만 해당)

2022. 1.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장

신 상 문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박물관
✤ 승용차 이용
Ÿ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지하주차장에 주차
(주차구역 8번의 출구로 나와서 올라와 박물관 정문으로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 지하철 이용
Ÿ 토성역에서 하차 2번 출구 도보로 10분

✤ 버스 이용
Ÿ 15, 16, 40, 58-1, 70, 81, 123, 126, 161, 190 버스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