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 Pre-College Jump Start
***
신입생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신입생역량강화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신입생을 위해 <신입생 예비대학, Pre-College Jump Start>를 개설합니다.
예비 신입생이 대학 생활을 앞서 준비할 수 있고,
고등학교 4학년이 아닌 대학교 1학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멘토링과 다양한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비대학에 참가하시는 신입생 여러분은
멘토링과 다양한 특강을 통해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해보며,
숭실대학교에서 4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대학생활을 알차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학업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됩니다.
합격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숭실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1. 일정
가. 1차: 2022.01.17.(월) ~ 2022.01.26.(수)
나. 2차: 2022.02.14.(월) ~ 2022.02.23.(수)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대상: 수시 및 정시 합격생
나. 신청 방법
1) 구글 폼을 통해 지원
- 1차: https://forms.gle/3D91zHjPWmXa6Tfe8
- 2차: https://forms.gle/Y3nXw5sY3KabpM4t7
2) 신청 및 참가비 납입기간
- 1차: 2021.12.16.(목) ~ 2022.01.09.(일)
- 2차: 2022.01.13.(목) ~ 2022.02.11.(금) 13시까지
3) 참가비: 4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2704-9326-618371 / 예금주: 숭실대학교
- 통장표시내용: 성명+학과명 두 글자 (예: 홍길동국문)
- 구글 폼 지원 후, 참가비를 입금하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수험번호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명을 반드시 학생 본인 이름으로 학과명을 포함하여 5자 이내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이 부모님 성함인 경우 입금자 확인이 불가합니다.
- 학교 입학금을 위 계좌로 납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해주신 예비대학에 대한 참가비 납부 후 참여가 확정되며, 참가비 미입금 시 참여가 취
소됩니다.
- 참가비 오입금 및 취소분에 대한 환불의 경우, 행사 완료 이후 일괄 진행되며 해당하는 분께
는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완료 후 3일 내(주말 제외)에 확인 및 예비대학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baird@ssu.ac.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3. 예비대학 안내
가. 오리엔테이션 및 폐회식 일정은 추후안내 예정
나. 온라인 스마트 캠퍼스 이용
다. 멘토링 및 특강 내용 간략 안내
순번

강의 내용

1

대학: 새로운 시대의 숭실대학교가 나아가는 방향 및 교육목표 안내

2

학업계획과 포트폴리오

3

전공, 교양 수업 등 학사 안내

4

학사 일정 안내 및 학사정보 안내

5

졸업 선배 특강

6

숭실대학교 200% 활용하기

7

온라인 도서관 투어

8

비교과 프로그램 챙기기

9

교과 프로그램 챙기기: 학점을 넘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

10

대학생으로서의 글쓰기

11

대학생활 버킷리스트

※ 멘토링 및 특강 내용의 경우, 더 알찬 프로그램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멘토링 및 특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 예비대학 수료 규정 안내
가. 각 강의별 과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모든 과정을 수료할 경우,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다. 폐회식 당일, 우수학생 시상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