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계 이공계학과 대탐험 참가자 발표 및 행사 안내
이공계학과 대탐험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신 지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공계학과 대탐험 접수사이트에서 7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참가대상자 선발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이공계학과 대탐험 선발 결과 확인
http://goo.gl/q1zr5
※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별 참가자는 차수별 해당일 POSTECH 지곡회관 뒤편 학생식당
앞으로 12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학생식당 위치 : 첨부문서 참고)
※ 이공계학과 대탐험 차수별 행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차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1차 : 2012. 8. 1(수) ~ 8. 3(금) (2박3일간)
- 2차 : 2012. 8. 7(화) ~ 8. 9(목) (2박3일간)
※ 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7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담당자(054-279-372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필독사항>
1. 기념티셔츠 Size 정보 입력(~7/17(화))
참가학생들에게 지급될 기념티셔츠 주문을 위해 본인 Size를 다음 설문 Site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7월 17일 화요일 정오까지입니다.
http://goo.gl/TlfpS
2. 전세버스 탑승 수정(~7/26(목))
전세버스 신청 및 취소는 "입학사정관실 홈페이지>홍보프로그램>이공계학과 대탐험>일정 및
신청>나의 신청서 현황"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수정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7월 26일 목요일
자정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첨부문서 참고)
http://goo.gl/q1zr5
■ 전세버스 운행 안내
지역

출발 시각

참가시
출발 장소

서울

당일 07:30~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앞
(종합운동장역 6, 7번 출구)

대전

당일 09:30~

고속버스터미널(용전동) 건너편
파라다이스 웨딩홀 앞

부산

당일 10:30~

시민회관 앞

귀가시
출발 시각 출발 장소

요금
편도 : 20,000원
왕복 : 40,000원

14:30~

POSTECH

편도 : 16,000원
왕복 : 32,000원
편도 : 8,000원
왕복 : 16,000원

※ 버스 요금은 탑승 시 지불합니다.
※ 다음 탑승지는 신청자가 적은 관계로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공계 학과 대탐험에 지원할 때 전세버스를 신청한 학생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1차 : 광주, 광주(남원 경유) / - 2차 : 광주, 광주(남원 경유), 부산

3. 행사준비물 및 주요 일정
■ 개별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단한 여벌 옷, 우산
- 참가자의 왕복 교통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식비 일체와 행사참가 기념품은 우리 대학에
서 제공합니다.
■ 행사 주요내용
주요행사

일

시

특별강연

첫째 날

국제관

과학 관련 특별강연

대학시설 견학

첫째 날

노벨동산→중앙광장→
학생회관→78계단→지곡회관

주요 대학 시설 견학

포항가속기연구소

과학기술분야『20세기 TOP 10』에 선
정된 방사광가속기 견학

방사광가속기 견학 첫째 날

장

소

행사내용

동아리 즐기기

첫째 날

정보통신 중강당, 체육관 등

재학생 동아리와 함께 하는 시간

과학 관련 Contest
준비 및
재학생과의 대화

첫째 날

무은재기념관 강의실

각 조(분반)별 과학 관련 Contest 준
비 및 재학생(알리미) 또는 고교 선
배들과 만남의 시간

학과 대탐험

둘째 날

각 학과

학과별 프로그램(2회)

동아리 공연 및
과학 관련 Contest

둘째 날

정보통신 중강당,
학생회관

재학생 동아리 공연, 참가자 각 조(분
반)별 과학관련 Contest, 촛불 행렬 등

청암학술정보관
견학

셋째 날

청암학술정보관

21세기형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청
암학술정보관 견학

정보통신 중강당

입시, 학과 선택, 캠퍼스 생활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문의응답, 또는 행
사에 관한 설문조사

문의응답 및
설문조사

셋째 날

■ 기타사항 문의처
POSTECH 입학학생처 입학사정관실 (TEL. 054-279-3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