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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자대학교 「1:1 입학상담센터」(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운영 안내

1. 개요 
 가. 대상 : 고등학생 및 학부모

 나. 내용 : 입학전형 안내, 3개년 입시결과, 전공소개 등 입학사정관 및 입학멘토단(슈가멘토)과의 상담

 다. 기간 및 장소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기간
2021. 7. 10.(토) ~ 8. 14.(토) 10:00 ~ 16:30

(매주 토요일, 7월 24일 미운영, 총 5일)

2021. 8. 17.(화) ~ 8. 20.(금) 

10:00 ~ 16:30 (총 4일)

장소
본교 50주년기념관 3층 글로벌라운지

단, 7월 31일은 본교 바롬인성교육관 2층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   

   

2. 신청
 가. 기한 : ~ 2021. 8. 11.(수)까지

 나. 방법 : 본교 입학홈페이지 팝업화면을 통하여 상담 신청자가 희망 일자 및 시간을 클릭 신청

 ※ 상담 예약은 1인 1회에 한하며, 상담시간대별 선착순 마감(1인당 상담시간은 15분 내외)

 ※ 예약 시간 이후 도착 시 상담시간 후순위 배정

 ※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상담 2일 전까지 전화 취소 (02-970-5862)

 ※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컨설팅 불가

3. 오시는 길

      

날짜 7/10(토), 7/17(토), 8/7(토), 8/14(토) 장소 50주년기념관 3층 글로벌라운지

진입로 정문

개인차량
이용 시

▪ 본교 정문으로만 입출차 가능 (남문 차량출입 불가)
▪ 주차구역은 정문 진입 후 우측 노상주차장 이용, 무료주차권 제공

대중요통 
이용 시

▪ 포털사이트 지도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 검색 참조
▪ 지하철 화랑대역(6호선) 하차 시 
   - 버스 : 1번 출구에서 1155, 202, 82B, 73번 버스 이용(서울여대 하차) 
   - 도보 : 4번 출구에서 정문까지 약 18분 정도 소요
▪ 지하철 태릉입구역(6, 7호선) 하차 시
   - 버스 : 7번 출구에서 1155, 82B, 73번 버스 이용(서울여대 하차)
   - 택시 : 5분 소요

날짜 7/31(토) 장소 바롬인성교육관 2층

진입로 남문

대중요통 
이용 시

▪ 당일 육군사관학교 필기시험일인 관계로 정문 출입 혼잡 예상,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및 남문 출입 필수
▪ 포털사이트 지도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관’ 검색 참조
▪ 지하철 화랑대역(6호선) 하차 시 
   - 버스 : 5번 출구에서 1143번 버스 이용(공릉우방아파트 하차) 또는
           1번 출구에서 1132번 버스 이용(공릉우방아파트 하차) 
   - 도보 : 4번 출구에서 남문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
▪ 지하철 태릉입구역(6, 7호선) 하차 시
   - 버스 : 7번 출구에서 1132번 버스 이용(공릉우방아파트 하차)
   - 택시 :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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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 서울여자대학교 입학팀 02-970-5862 

※ 본교 내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교의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