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가천대학교
찾아오는 입학설명회 운영 계획(4월)

2021 . 03.

가천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Ⅰ. 운영 기본방향
▪ 2022학년도 입학 관련 주요사항 제공
▪ 2021학년도 입시결과분석 안내 및 입학 사례분석을 공유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
▪ 수험생 · 학부모 · 교사를 대상으로 전형별 다양한 정보 제공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및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논술전형의 출제방향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Ⅱ. 운영 세부계획
1. 일시 및 장소
회차

일

1회

4월 10일(토)

2회

4월 17일(토)

3회

4월 24일(토)

시

장

소

가천대학교(성남)
글로벌센터 1층 국제홀

10:00 ~ 12:00
*9시40분부터 입실가능

*건물 출입구(4층)에서 발열체크 후 입실

*신청인원에 따라 장소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연락 또는 행사 2일전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2. 대

상 : 학생, 학부모, 교사

3. 접수방법 : 개별 온라인 신청(선착순 접수마감)
4. 세부 프로그램 일정
시

간

세 부내 용

09:40 ~ 10:00

방명록/문진표 작성(발열체크)

10:00 ~ 10:30

가천대학교 소개

10:30 ~ 11:20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논술전형 및 입학주요사항 안내

11:20 ~ 12:00

질의응답

*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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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가천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gachon.ac.kr/gachon/)

“2022학년도 찾아오는 입학설명회(4월)” 배너 클릭 신청

회차

일시

접수기간

1회

4월 10일(토)

4월 1일(목) ~ 4월

2회

4월 17일(토)

4월 1일(목) ~ 4월 15일(목) 15시까지

3회

4월 24일(토)

4월 1일(목) ~ 4월 22일(목) 15시까지

8일(목) 15시까지

2. 신청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 지침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당일 37.5도
이상 발열 시 입실 불가합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제한이 생길 경우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인당 개별 신청 부탁드리며 동반자가 있을 경우, 별도 신청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고 당일 참석 시 입실 불가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개별 연락 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인원 제한으로 인한 당부 말씀
-접수는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수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기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 의: 가천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심승미 입학사정관 031-750-8574, 031-75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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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찾아오는 길

■ SRT 이용
▸경부선 : 부산~수서(약 2시간 10분)
▸호남선 : 목포~수서(약 2시간 6분)
➔ SRT 수서역 하차 – 지하철 수인분당선 – 가천대역

■ EX-HUB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노선버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행 노선(시행일)
4개 노선(2015.12.28.)
2개 노선(2016.1.14.)
3개 노선(2016.11.15.)

정차 노선버스 현황
1112번(수원~동서울)

8109번(용인~일산)

8409번(수원~의정부)

1650번(안양~구리)

1310번(천안~동서울)

8401번(수원~의정부)

1801번(인천~동서울)

8147번(안산~동서울)

8142번(부천~동서울)

2개 노선(2017.8.20.)

R1312(아산~동서울)

1개 노선(2017.12.27.)

3000(하남~판교)

R1309(천안~동서울)

■ 승용차 이용
▸경부고속도로→서울요금소(1Km)→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방면,1Km)→성남·광주IC(서울방면,1.5Km)→가천대학교
▸중부고속도로→동서울요금소(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송파IC(성남방면,1.5Km)→가천대학교

■ 버스 이용
일반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
광역버스
직행버스

■ 지하철 이용
수인분당선

청량리역 - 가천대역 - 인천역(가천대역에서 하차, 비전타워 전용통로로 이용)

3호선

도곡역 - 수인분당선환승 – 가천대역 / 수서역 - 수인분당선환승 - 가천대역

2호선

잠실역 - 8호선환승 - 복정역 - 수인분당선환승 – 가천대역 / 선릉역 - 수인분당선환승 - 가천대역

* 주말 컨벤션센터로 인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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