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신청 안내

1.
대상 : 전국지역 고등학생 및 학부모
일시 및 장소
일시
2020. 8. 7(금)

참가대상
고1~3학생 및

인원
300명

운영방식
실시간

접속방법
참가자 개인

14:00 ~ 17:00

학부모

내외

화상강의

휴대폰 혹은 pc

참가비
무료

2.
신청기간 : 2020. 7. 15.(수) 0시 ~ 7. 20.(월) 24시
신청방법 : 개별 온라인 신청
pc 신청

http://naver.me/G3t7OqEn

모바일 신청

※ 참가자별로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되며,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하나의
pc혹은 모바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께서 다른 장소 혹은 개별 pc나 모바일로 접속을 희망하실 경우에만
참가자별로 한분씩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선정
- 선착순 접수, 신청접수 완료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 후 7. 22이후 개별 신청결과(접수완료 혹은 예비순위자 대기) 개별통보
(SMS) 예정

3.
프로그램 내용 : 대학입학 준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주제
대입변화 및 전형에

프로그램 내용
 자녀학년별 대입전형 변화와 그에 따른 진학지도 방법

따른
자녀 진학지도 방법

 대입전형별 비교 및 자녀강점에 따른 대입지원 방법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안내

인천대학교 전형 및

 2021학년도 본교 입학전형별 특징 및 주요 변경사항

평가방법 안내
 2020학년도 본교 입시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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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 및 진행방법
순번

일정
2020. 7. 15.(수) 0시

1

참여 및 진행방법
- 인천대학교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 7. 20.(월) 24시
- 참가자 확정 문자받기
2

2020. 7. 22.(수) 이후

※ 참가자 확정 후 부득이 취소자 발생시 예비참가대상자가 참가자
확정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예정

- 화상강의에 접속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받기
-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에 사전 접속(pc 또는 모바일)하여
정상 작동 확인하기

1)
SD-CPU

2020. 7. 30.(목)
3

HD-CPU

~ 8. 4.(화)

FHD-CPU

pc

<

>

Intel Core2Duo 2.4GHz
HDD : 100GB
Intel Core i5

HDD : 100GB

, OS : Windows XP SP3

, RAM 4GB

, OS : Windows 7 SP1

Intel Core i7

, RAM 4GB

HDD : 100GB

2)

, RAM 2GB

, OS : Windows 7 SP1

: ① Andriod Version 4.4
② ios Version 8.0
,

※

4

2020. 8. 6.(목)까지

- 프로그램 신청 시 기재했던 주소로 교육 자료집 받기

5

2020. 8. 7.(금) 14시

- 프로그램 당일에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아카데미
참여하기

※ 추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세부 내용

진행

개회
14:00 ~ 14:10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 진행 안내
[강연1]“자녀 진로진학 지도방법”
고교교사

14:10 ~ 15:40
“자녀강점에 따른 진학지도 및 대입 전형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

인천대
15:40 ~ 16:40

[강연2]“인천대학교 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안내”
입학사정관

16:40 ~ 17:00

설문조사 및 폐회

※ 추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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