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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동국대학교 Fresh For Fresh 신청 안내

☺ 기간 : 2017. 01. 09. (월) ~ 02. 01. (수) 약 4주간

2017학년도 동국대학교 Fresh For Fresh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네이버폼(http://naver.me/5shV2fNv)에서 선착순 접수

☺ 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강의실 및 인근 장소(추후공지)
☺ 대상 : 2017학년도 신입생 300명

- 신청기간 : 2016. 12. 26. (월) 10:00 ~ 2017. 01. 04. (수) 17:00

☺ 내용 : <Section1. 특강> 총 7회 수업 실제 대학수업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인기강좌로만 구성

- 대상자 발표 : 2017. 01. 06. (금) SMS안내 (장소도 함께 공지할 예정)

<Section2. 멘토링> 총 4회 진행 훈남훈녀 선배들과 함께하는 대학생활 적응, 주제별 테마멘토링
요일

시간

<Section1. 특강>

<Section2. 멘토링>
영화가 좋다! I like to move it movie (이현주 정치외교학)

월
수

- 선착순 신청이므로 주제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제별 15명 내외)
- 신청 단계

▶영화보고 영화주제로 세미나 대비 느낀 점 발표하기

Step 1.

Step 2.

Step 3.

English Reading

대학로 연극 정복하기!!(대연정) (김영관 화학)

공지된 특강 및 멘토

듣고 싶은 특강을

특강과 함께 진행되는

(신덕용 교수)

▶대학로에서 젊음의 향기를 느끼며 연극보자~!

링의 요일과 시간을

~

▶사회, 경제 그리고 인문학 관련

꿀잼 보장! 과즙 같은 흔녀들과 함께하는 상큼한 청춘 기록하기 (안다빈 영

확인합니다.

14:00

기사를 읽고 그 안에 담겨진 이야

어영문학) ▶서울 방방곡곡 제대로 즐기기

10:30

기를 함께 생각해보는 영어강좌

종강 전에 해야 할 <캠퍼스List> : 훈내펄펄! 꿀잼듀오와 함께하는 급식탈출기

▶

고르세요~!

▶

(4개 중 택일)

멘토링을 고르세요~!

Step 4.
▶

신청 Go Go!!

(4개 중 택일)

(참고) 선택방법

(송영창, 김지찬 전자전기공학)
▶대학생이 되어 하고 싶었던 리스트를 하나씩 미리 체험해 간다!

수

~

금

17:30

2

English Reading + 대학로 연극 정복하기!!(대연정)

타조와 함께 찍는 여러분의 인생화보+세미나 맛보기 (목현승 의생명공학)

3

English Reading + 꿀잼 보장! 과즙 같은 흔녀들과 함께하는 상큼한 청춘 기록하기

4

English Reading + 종강 전에 해야 할 <캠퍼스List> : 훈내펄펄! 꿀잼듀오와 함께하는 급식탈출기

5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 사주 관상 풍수지리 완전정복

6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 타조와 함께 찍는 여러분의 인생화보+세미나 맛보기

7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 동국대 훈남훈녀와 함께하는 1+1 대학생활 미리 즐기기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단합력과 친밀함을 쌓는다.

8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 수능 끝! 게임 좋아하는 그대들이여 일어나 함께하시오!

1개

Song For Me (현솔지 화학)

9

대학 글쓰기 입문 + Song For Me

선택

▶자작곡(멜로디 멘토 제공)으로 가사를 직접 붙여(주제 학생 선정) 녹음과정

10

대학 글쓰기 입문 + 신입생들아 공강 부수러 가자

을 거친 뒤 파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

11

대학 글쓰기 입문 + 고등학생 때 꿈꾸던 대학로 연극 정복하기♡

길

신입생들아 공강 부수러 가자 (전기찬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 유민호 체육교육)

12

대학 글쓰기 입문 + 서울명소, 색다르게 즐겨볼래?

화

냉철한 비판력과 다채로운 상상력

▶공강 시간에 다양한 문화생활 즐기는 법 소개

13

결혼과 가족 + 팀플 완전정복! - PPT제작 마스터로 발표 여신/남신 되기

목

함양의 글쓰기

고등학생 때 꿈꾸던 대학로 연극 정복하기♡ (신지원 국제통상학)

나를 표현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

14

결혼과 가족 + 당신의 학점을 책임져줄 교양과목, 영화로 공부하자!

▶고등학생 때 꿈꾸던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면서 문화생활 즐기기

15

결혼과 가족 + OH! 너의 마지막 10대를 뮤직비디오에 담아보자 OH!

16

결혼과 가족 + 샌애긔들을 위한 대학생활 꾸르팁!!! 입학 전에 대학생활 완전 정복!!

▶대학만 오면 공부 안 해도 된다
고 생각했지요?
지금부터 진검 승부입니다! ^^
이젠 성인으로서 부모의 꿈이 아닌
봅시다.

대학 글쓰기 입문
(오태영 교수)
▶1/N이 아닌 N과 다른 1이 되는
화
목

~
16:00

한 디딤돌
대학 글쓰기 입문!

결혼과 가족 (장재숙 교수)
▶‘대학판 우결’ 이라고도 불리는 동국대
화
목

14:00
~
17:30

택일

는 걸까? 재미로 알아보는 우연 혹은 필연적 흐름들

내 꿈을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디뎌

12:30

요일

English Reading + 영화가 좋다! I like to move it movie

(하오선 교수)
14:00

<Section1. 특강> + <Section2. 멘토링>

1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월

순번

사주 관상 풍수지리 완전정복 (김희중 철학) ▶타고난 운명이란 과연 존재하

최고의 인기 강의 <결혼과가족> 들어보
셨나요?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랑과 연애! 이 강의를 통해 배워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과
연애도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
구들이라면 누구든 대환영입니다~!!

▶화보(사진)촬영 and 세미나 꿀팁까지 싹 다 알려줍니다~
동국대 훈남훈녀와 함께하는 1+1 대학생활 미리 즐기기 (서인우, 조혜린 법학)
▶동대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조언해주고 함께 알아가
는 멘토링
수능 끝! 게임 좋아하는 그대들이여 일어나 함께하시오! (박선희 컴퓨터공학)

서울명소, 색다르게 즐겨볼래? (김성희 식품산업관리학, 이윤민 행정학)
▶주의 : 재미보장, 시간가는 줄 모름
팀플 완전정복! - PPT제작 마스터로 발표 여신/남신 되기 (김수현 경영학)

·단일신청 : 1~16번 중 1개 선택

▶PPT 제작 방법 및 발표 잘하는 법

·중복신청 : 1~8번 중 1개 선택 및 9~16번 1개 선택

당신의 학점을 책임져줄 교양과목, 영화로 공부하자! (장호준 법학)
▶영화를 통해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부담 없이 알아보자

☺ 문의전화 :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Fresh 프로그램 담당자(02-2260-3970)

OH! 너의 마지막 10대를 뮤직비디오에 담아보자 OH! (전주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함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구상/촬영/편집 능력을 키우고, 영상으로 고등

※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영화, 연극 등은 제외), 식사/다과도 제공됩니다.

학생으로써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본다.
샌애긔들을 위한 대학생활 꾸르팁!!! 입학 전에 대학생활 완전 정복!! (임지수 행정학)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생활 팁 및 주변 관광명소 방문 및 맛집 소개

※특강-멘토링은 함께 1개를 골라 신청하는 것이며, 멘토링이 없는 날은 특강만 진행됩니다.(1시간 30분)
※요일이 다른 경우 중복신청 가능하며, 멘토링 주제에 따라 종료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연속성 프로그램이므로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수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