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전공체험 프로그램 실시 안내

2019. 07.

입학본부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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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고교-대학 연계 활동을 통한 고교생들의 진로의식 함양
□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둔 전공탐색 기회 제공
□ 전공별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정보 습득 기회 제공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고교 교육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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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계획

□ 행사명: 전공체험 프로그램
□ 일시 / 대상 / 인원 / 장소
구 분

내 용

일 시

2019. 8. 6.(화)

참가인원

고교생, 교사, 학부모 200명

참가학과

인문․사회계열 / 자연계열 19개 학과(전공)

장 소

제5공학관 대강당(삼척, 도계 참가자) 및 학과 지정 장소

□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삼척캠퍼스
구 분

내 용

10:00 ~ 10:30 (30분)

등록(명찰, 기념품 배부)

10:30 ~ 10:40 (10분)

일정안내

10:40 ~ 11:00 (20분)

학과 지정장소 이동

11:00 ~ 12:30 (90분)

1교시 학과(전공) 체험활동

12:30 ~ 13:50 (80분)

점심식사 및 학과 지정장소 이동

13:50 ~ 15:20 (90분)

2교시 학과(전공) 체험활동

15:20 ~ 15:40(20분)

이동 및 설문지 작성

15:40 이후

귀 가

• 도계캠퍼스(삼척캠퍼스에서 등록 및 일정소개 후 도계캠퍼스 버스로 이동하여 전공체험 진행)
구 분

내 용

10:00 ~ 10:30 (30분)

등록(명찰, 기념품 등 배부)

10:30 ~ 10:40 (10분)

일정안내

10:40 ~ 11:30 (50분)

도계캠퍼스 이동(학교버스 이동)

11:30 ~ 12:30 (60분)

점심식사 및 학과 지정장소 이동

12:30 ~ 13:50 (80분)

1교시 학과(전공) 체험활동

13:50 ~ 14:00 (10분)

학과 지정장소 이동

14:00 ~ 15:20 (80분)

2교시 학과(전공) 체험활동

15:20 ~ 16:10 (50분)

삼척캠퍼스 이동 후 귀가(버스內 설문지 작성)

□ 접수 방법: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삼척캠퍼스 입학과) 홈페이지
⇒ 학생부종합전형 홈페이지(http://www2.kangwon.ac.kr/~admission) 접수
□ 접수 기간: 2019. 7. 1.(수), 09:00 ~ 7. 12.(금), 17:00 까지
□ 참가 대상자 공지: 2019. 7. 16.(화) 13:00 이후 학생부종합전형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삼척, 도계캠퍼스 1,2교시 교차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하나의 캠퍼스에서
1,2교시 선택 가능
- 1,2교시 학과 선택을 서로 다른과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과는 삼척캠퍼스에서 전공체험 진행
□ 문의: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입학과 (담당: 박준호 입학사정관, 033-57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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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학과

□ 삼척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주 제

건설융합학부

미래의 건설 동향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설계공학전공)

4차 산업혁명 기술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공학부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진로 선택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 전공 레벨업하기

에너지공학부

에너지공학의 미래와 전망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와 사물인터넷(IoT)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과 우리들의 미래

글로벌인재학부

글로벌인재학부의 비전과 전망

유아교육과

놀이 활동을 통한 즐거운 유아교육

레저스포츠학과

공부하는 스포츠, 연구하는 스포츠

대학

모집단위

주 제

공학대학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학부의 미래와 전망

간호학과

미래의 간호사 날개를 펼치다.

물리치료학과

아름다운손! 물리치료학과입니다.

생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에서 배우는 알찬 지식과 체험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맛보기

안경광학과

눈 건강과 시력 관리

응급구조학과

사람을 살리는 3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작업치료학과

미래 유망직종 작업치료사의 세계로 ~~~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과 전공실습과 취업전망

공학대학

인문사회·
디자인스포츠대학

□ 도계캠퍼스

보건과학
대학

인문사회·
디자인스포츠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