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대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학년도 강남대학교 학부모 간담회 홍보 요청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강남대학교에서 1,2,3학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및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2학년도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오니 많 

은 홍보 및 신청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 강남대학교 2022학년도 학부모 간담회

나. 신청일자: 2021.07.29 (목) 09:00 ~ 2021. 08.11 (수) 18:00

다. 행 사 일: 2021.08.31 (화) 18:00 ~ 20:00

라. 대 상: 1,2,3학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사

마. 장 소: ZOOM 온라인 화상 연결(신청자 한하여 개별 URL 문자 발송)

바. 내 용

1) 성공적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방법

2) 강남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및 사례

3) 대입관련 질의 응답

사. 요청사항:해당 URL(구글 폼 신청서)를 많은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있도

록 문자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https://forms.gle/ocT4vPYiGTCgCsT76]

아. 참고사항

1) 참여시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안내책자 무료 발송

2)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3) 해당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됨

시간 내용 비고

17:30 - 18:00 사전준비 및 등록

18:00 - 18:05 인사
강남대학교

입학사정관

18:05 - 19:00 학생부종합전형 특강
안준범

(광주고등학교 교사)

19:05 - 19:45 강남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및 사례 강남대학교

입학사정관19:45 - 19:55 질의 응답 시간

19:55 - 20:00 행사 종료



자. 문 의:강남대학교 입학전형관리팀 입학사정관 강소영 (031)899-7144 aritari@kangnam.ac.kr

끝.



강남대학교총장

수신자

와부고등학교장, 예당고등학교장, 안곡고등학교장, 수주고등학교장, 부원고등학교장, 봉담고등학교장, 반

송고등학교장, 매원고등학교장, 망포고등학교장, 도농고등학교장, 경은학교장, 풍동고등학교장, 가좌고등

학교장, 죽산고등학교장, 일죽고등학교장, 일산고등학교장, 현화고등학교장, 인덕원고등학교장, 운암고등

학교장, 안화고등학교장, 송우고등학교장, 동탄고등학교장, 동백고등학교장, 광탄고등학교장, 대지고등학

교장, 점동고등학교장, 효자고등학교장, 호평고등학교장, 조종고등학교장, 현암고등학교장, 한겨레고등학

교장, 포천일고등학교장, 평내고등학교장, 일동고등학교장, 용인백현고등학교장, 오산정보고등학교장, 수

원외국어고등학교장, 성포고등학교장, 성지고등학교장, 성사고등학교장, 상원고등학교장, 범박고등학교장, 

대부고등학교장, 남양고등학교장, 군서고등학교장, 하성고등학교장, 통진고등학교장, 지평고등학교장, 은

혜고등학교장, 신장고등학교장, 송산고등학교장, 부천상록학교장, 보정고등학교장, 병점고등학교장, 백암

고등학교장, 매탄고등학교장, 마장고등학교장, 단원고등학교장, 금촌고등학교장, 충훈고등학교장, 안양해

솔학교장, 명문고등학교장, 늘푸른고등학교장, 금곡고등학교장, 가평고등학교장, 효양고등학교장, 삼괴고

등학교장, 곤지암고등학교장, 풍무고등학교장, 천천고등학교장, 효명고등학교장, 파주고등학교장, 태광고

등학교장, 용문고등학교장, 양일고등학교장, 양동고등학교장, 양곡고등학교장, 비봉고등학교장, 분당영덕

여자고등학교장, 진위고등학교장, 안중고등학교장, 상일고등학교장, 조원고등학교장, 양서고등학교장, 이

우고등학교장, 송내고등학교장, 여강고등학교장, 화성고등학교장, 전곡고등학교장, 평택여자고등학교장, 

연천고등학교장, 양평고등학교장, 상동고등학교장, 송호고등학교장, 고양고등학교장, 운천고등학교장, 시

흥고등학교장, 상우고등학교장, 서원고등학교장, 구성고등학교장, 청학고등학교장, 양지고등학교장, 야탑

고등학교장, 심석고등학교장, 수택고등학교장, 보영여자고등학교장, 덕산고등학교장, 대평고등학교장, 광

동고등학교장, 관양고등학교장, 흥진고등학교장, 효원고등학교장, 효성고등학교장, 다산고등학교장, 화홍

고등학교장, 화정고등학교장, 화수고등학교장, 호원고등학교장, 행신고등학교장, 함현고등학교장, 부용고

등학교장, 덕계고등학교장, 한솔고등학교장, 풍생고등학교장, 풍덕고등학교장, 평택고등학교장, 한광고등

학교장, 하남고등학교장, 포천고등학교장, 평촌고등학교장, 퇴계원고등학교장, 충현고등학교장, 청운고등

학교장, 초지고등학교장, 창현고등학교장, 청명고등학교장, 진성고등학교장, 진건고등학교장, 중흥고등학

교장, 중산고등학교장, 중원고등학교장, 죽전고등학교장, 태장고등학교장, 주엽고등학교장, 정왕고등학교

장, 정명고등학교장, 저동고등학교장, 장호원고등학교장, 장안고등학교장, 장곡고등학교장, 일산동고등학

교장, 일산대진고등학교장, 인창고등학교장, 이포고등학교장, 토평고등학교장, 이천고등학교장, 이매고등

학교장, 의정부고등학교장, 태원고등학교장, 유신고등학교장, 원미고등학교장, 원곡고등학교장, 우성고등

학교장, 용호고등학교장, 정발고등학교장, 오산고등학교장, 율곡고등학교장, 원종고등학교장, 영생고등학

교장, 영복여자고등학교장, 용인고등학교장, 여주고등학교장, 양명고등학교장, 율면고등학교장, 영덕고등

학교장, 안법고등학교장, 안양고등학교장, 안성고등학교장, 심원고등학교장, 신한고등학교장, 신갈고등학

교장, 숙지고등학교장, 수지고등학교장, 수일고등학교장, 수원고등학교장, 안산고등학교장, 수내고등학교

장, 송탄고등학교장, 송림고등학교장, 소래고등학교장, 소하고등학교장, 세원고등학교장, 소명여자고등학

교장, 수리고등학교장, 성호고등학교장, 신흥고등학교장, 성안고등학교장, 수성고등학교장, 소사고등학교

장, 성남여자고등학교장, 송현고등학교장, 신성고등학교장, 시온고등학교장, 성문고등학교장, 설악고등학

교장, 삼광고등학교장, 산본고등학교장, 불곡고등학교장, 분당대진고등학교장, 분당고등학교장, 부흥고등

학교장, 부천여자고등학교장, 부천북고등학교장, 부천고등학교장, 부명고등학교장, 백운고등학교장, 백영

고등학교장, 백양고등학교장, 서해고등학교장, 백신고등학교장, 백석고등학교장, 백마고등학교장, 서현고

등학교장, 두레자연고등학교장, 동화고등학교장, 동우여자고등학교장, 동두천고등학교장, 무원고등학교장, 

동일공업고등학교장, 동남고등학교장, 돌마고등학교장, 도당고등학교장, 동안고등학교장, 덕소고등학교장, 

덕정고등학교장, 대신고등학교장, 능곡고등학교장, 남한고등학교장, 낙생고등학교장, 김포고등학교장, 기

흥고등학교장, 권선고등학교장, 군포고등학교장, 구리여자고등학교장, 광주고등학교장, 광문고등학교장, 

광명고등학교장, 과천고등학교장, 고잔고등학교장, 계명고등학교장, 계남고등학교장, 경화여자고등학교장, 

경안고등학교장, 경민고등학교장, 구리고등학교장, 광명북고등학교장, 관인고등학교장, 고색고등학교장, 

향남고등학교장, 나루고등학교장, 포곡고등학교장, 보라고등학교장, 초당고등학교장, 청덕고등학교장, 광

남고등학교장, 신길고등학교장, 선부고등학교장, 의왕고등학교장, 장기고등학교장, 이충고등학교장, 고양

일고등학교장, 오남고등학교장, 시흥능곡고등학교장, 시흥매화고등학교장,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장, 영북

고등학교장, 가온고등학교장, 보평고등학교장, 흥덕고등학교장, 마송고등학교장, 신천고등학교장, 진접고

등학교장, 발곡고등학교장, 광덕고등학교장, 세마고등학교장, 복정고등학교장, 운중고등학교장, 청평고등

학교장, 능동고등학교장, 세경고등학교장, 동패고등학교장, 마석고등학교장, 성복고등학교장, 가운고등학

교장, 덕현고등학교장, 저현고등학교장, 율천고등학교장, 이현고등학교장, 운산고등학교장, 동광고등학교

장, 청담고등학교장, 향일고등학교장, 풍산고등학교장, 신봉고등학교장, 상현고등학교장, 광교고등학교장, 

호매실고등학교장, 서정고등학교장, 덕이고등학교장, 대화고등학교장, 판곡고등학교장, 운정고등학교장, 

세교고등학교장, 경기세무고등학교장, 성보경영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장, 백송고등학교장, 서천고등학교

장, 운양고등학교장, 비전고등학교장, 모락고등학교장, 상록고등학교장, 부곡고등학교장, 역곡고등학교장, 

솔터고등학교장, 광휘고등학교장, 별내고등학교장, 분당경영고등학교장, 성남금융고등학교장, 양주고등학

교장, 홍익디자인고등학교장, 한민고등학교장, 한빛고등학교장, 초월고등학교장, 수원칠보고등학교장, 매

홀고등학교장, 이천세무고등학교장,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하남경영고등학교장, 새나래학교장, 옥정고

등학교장, 동탄중앙고등학교장, 용인삼계고등학교장, 미사고등학교장, 화성반월고등학교장, 청북고등학교

장, 도래울고등학교장, 송양고등학교장, 문산수억고등학교, 고림고등학교장, 곡정고등학교장, 미사강변고

등학교장, 배곧고등학교장, 별가람고등학교장, 위례고등학교장, 위례한빛고등학교장, 지산고등학교, 하길

고등학교장, 화성나래학교장, 판교고등학교장, 두원공업고등학교장, 갈매고등학교장, 진영고등학교장, 태

전고등학교장, 이산고등학교장, 성남고등학교장, 창의고등학교장, 라온고등학교장, 덕영고등학교장, 한봄

고등학교장, 정현고등학교장, 목감고등학교장, 하늘꿈중고등학교장, 서연고등학교장, 고촌고등학교장, 새

솔고등학교장, 남양주다산고등학교장, 용인홍천고등학교, 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 향동고등학교장, 옥빛고

등학교장, 신원고등학교장, 의왕정음학교장, 감일고등학교장, 처인고등학교장

전임사정관 강소영 팀장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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