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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동국대학교 Dream on-air(대입전형 정보공유 세미나) 시행 안내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는 대입수요자(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시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동국대학교 Dream on-air(대입전형 정보공유 세미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귀교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1차] 2022.06.11.(토)(마감), [2차] 07.16.(토), [3차] 08.27.(토), 

14:00~17:00

            ※ 매회차별 진행시간(14:00~17:00)은 동일

  나. 참여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 내용 : 회차별 강의내용 [붙임] 참조

  라. 신청기간 : ~ 08.24.(수) 17:00

  마. 운영방법 :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방식)

  바. 신청방법 :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신청

붙임: Dream on-air(대입전형 정보공유 세미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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