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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설명회는 LENS의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27기의 운영계획과 지원자의  
준비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임 

0. Intro 

 

 

• LENS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Our Mission & Vision What we will do Who we are looking for 

•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갈 
인재는 누구인가? 

향후 발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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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is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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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는 2000년 설립 이래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강대학교의 대표  
경영학술동아리로 자리매김함 

1. What is LENS 

 

경영학술 동아리 LENS 

• 2000년 이준석(경영 95)외 16 명으로 창립되어 서강대를 대표하는 경영 
동아리로 발전함 

• 학교에서 습득한 경영학적인 지식을 실제적인 경영에 접목시키고자 설립되었음 
설립배경 

미션  • 경영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한다 
 

주요 활동 

• 산합협동 프로젝트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회의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빙그레, CJ, KT, LG 생활건강, SK, 3M, 롯데 중앙 연구소 등과 실시하였음 
 

• 케이스 분석 세미나 :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LENS 자체개발 케이스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함  
 

• 졸업생들과의 지속적인 지식공유 : 컨설팅, 투자은행, 증권, 기업 전략파트, 
인사파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150여명의 선배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직종 및 산업에 대한 지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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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는 경영학적 지식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 

2. Our Mission & Vision 

 

LENS, your brand 

Mission 경영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한다 

Sl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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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가 지향하는 인재는 경영학적 역량, 유대, 도전 그리고 책임감을 지닌 사람임 

2. Our Mission & Vision 

 

LENS Core Value 

Responsibility 

Competency 

Challenge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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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ian이 되어가는 3학기의 활동을 거치면서 세상을 발전시킬 준비된 리더로 성장 

3. What we will experience  

 

 
 
 
 
 
 
 

Academic Activities Social Networking Knowledge Sharing 

• 프리 세미나 
• 정규 세미나 
• 산학 협력 프로젝트 

• Career Path Session 
• Meet the LENSIAN 
• LESIAN 간 각종 소모임 

• 개강/종강 MT 
• 세미나 뒤풀이 
• LENS 운동회 
• 선배들과 함께하는 친목 
모임/Zooming Day 

• CEO Mentoring 
 
 

경영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발전시킬 인재 양성 

etc. 

• LENS Internship/Job offer 
• 공모전 
• P&G, BAT 리쿠르팅 파트너 
• Management/TFT 활동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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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세미나에서는 강연을 통해 기본적인 논리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학습함 

3-1. Academic Activities 

 

Document Communication 

 

Verbal Communication 

• 동아리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Slide writing protocol을 강의함 

• 논리의 흐름을 시각화 하여 Delivery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둠 

• 조모임과 발표 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직접 Best Pitch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 

Problem Solving Approach 

• 실제 컨설팅 회사에서 진행되는 
Logical Thinking과 Problem Solving 
Approach 강연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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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HBR , 컨설팅 firm의 Interview case를 통해 경영학의 학문적 지식을 실제 
경영 환경과 접목 시켜보며 Best Practice를 학습함 

3-1. Academic Activities 

 

RELIABLE 

DIRECTIONAL 

UNDERSTANDING 
INDUSTRIES 

SELECTIVE 

• Harvard Univ.로부터 발간되는 공신력있는 자료 
 
 
 
 
•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학습이 가능 
 
 
 
 
• 다양한 Case 중 적합한 컨텐츠 선택이 자유로움 
 
 
 
 
• 여러 산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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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 케이스를 통해 현재 국내 기업들이 처한 경영 환경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으로 전략을 도출함 

3-1. Academic Activities 

 

Business 
Knowledge 

Logical  
Thinking 

Real Business  
World 

Creative  
Thinking 

국내 산업 분석을 통해 
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 도출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 상황 원인 분석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 
도출을 통한 창의적 사고 증진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의 
피드백을 통해 실무 환경 이해  



LENS 
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LENS, your brand 

Copyright © LENS. All rights reserved. - 13 - 

  

   

중간고사 후, 전반부 동안 습득한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Real Business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함 

3-1. Academic Activities 

 

최근 3년간 Real Business 프로젝트 

 
• Dairy food project 
   (2012년 2학기) 

 
 

• Frozen Rice Project 
(2012년 1학기) 
 
 

• Fashion Watch Project    
(2011년 2학기) 
 
 

• 한국적 소재를 통한 
BM구축(2011년 1학기) 
 
 

• Beverage Project 
    (2010년 2학기) 
 
 
• iPhone Project 
 (2010년 1학기)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zgblXz-9VA5B6M&tbnid=P_yt_sQSTwkYGM:&ved=0CAUQjRw&url=http://www.signcody.co.kr/comm/view.asp?page=29&blockpage=1&code=6_2_&search=&mselected=&combo1=&combo2=&combo3=&combo4=&idx=360&ei=qj8zUfPMHsPRmAXjvYGQAw&psig=AFQjCNENYTaID1D0MBHCSuRzm02sZIr22Q&ust=13623995280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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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부터 서울대 N-CEO, 연세대MARP, 고려대FES, 성균관대S-ONE과 함께 국
내 대기업을 Client로 연합 산학협력프로젝트 진행 

3-1. Academic Activities 

MARP는 다음학기부터 참가예정 

현재 진행 중인 Real Business 프로젝트 

LENS N-CEO MARP* S-ONE FES 

1.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의 대규모 산학 협력 프로젝트 
2. 각 학교 대표 학회간 교류, MT 
3. 불타는 승부욕 

SPUR(가칭) 

현대자동차 -> SKTelcom(확정)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Y9Nz6igEeHxBQM&tbnid=Zu97sY4CinMYLM:&ved=0CAUQjRw&url=http://dymk.tistory.com/entry/%EC%84%9C%EC%9A%B8%EB%8C%80-%EC%86%8C%EB%93%9D-%ED%95%98%EC%9C%84-60%EC%97%90-%EB%B0%98%EC%95%A1-%EC%9E%A5%ED%95%99%EA%B8%88-%EC%A7%80%EA%B8%89&ei=uUEzUYCcHaHvmAW6gYHgBw&psig=AFQjCNFv8Ie06fmld-E8q3zNUrOdGVaukA&ust=136240005364377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V1Pr5d1y5GuErM&tbnid=Fd1QAk9N-PfzZM:&ved=0CAUQjRw&url=http://www.yon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59&ei=VUIzUZ30Bs-JmQXfkoBI&psig=AFQjCNHD3Es2fmJVpDjTIpSYwlwPnjoRFA&ust=136240021040699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pA7iO51QFFjOPM&tbnid=kwSipBgH6W7ByM:&ved=0CAUQjRw&url=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noxhill&logNo=12010425850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ei=c0IzUYbfCuTAmQW8y4DQDw&psig=AFQjCNG-td1osOfrwqlgQ7XC2WedCd7_DQ&ust=136240023679150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K1aUF6vK4j73tM&tbnid=NAjLpXKgb1fjWM:&ved=0CAUQjRw&url=http://cafe.daum.net/designbium/79Ej/16?docid=13EKp79Ej1620060323175456&ei=kUIzUdWfB8qJmwWY54CoCQ&psig=AFQjCNHV98oNX1pak_1-m-kbH1H0MlJPkA&ust=13624002709497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nz5yquUeo6OqKM&tbnid=3C6OANoLycBA5M:&ved=0CAUQjRw&url=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w7276&logNo=12013368813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ei=x0IzUb6oJcagmQXw34DQCg&psig=AFQjCNE9FZEf237vdRJisjH29ce2U97F8g&ust=136240032263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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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술 활동은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짐…(1)  

3-1. Academic Activities 

 

회장단 피드백 개인별 피드백 팀 내부 피드백 

• 뒤풀이 시간을 활용하여 
회장단과 1:1 상호 피드백을 
진행함 
 

• 한 학기를 마무리 지으며 차후에 
회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Guide-line을 
제시해줌 

• LENS 고유의 상호 존중과 상호 
발전에 기반한 피드백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조모임 중/후에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 받음 
 

• 평소 타인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LENSIAN의 문화가 가장 잘 
드러남 
 

• 매 세미나 후 Feedback Sheet 를 
통해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하여 
회원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도움 
 

• 발표 Feedback Sheet와 발표 
동영상 촬영을 통해 발표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세미나 피드백 

• 발표 후 모든 acting member가 
산출물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음 
 

• Fact-based Feedback의 원칙을 
준수 
 

• 산출물의 ‘흠’이 아니라 ‘발전 
가능한 부분’ 을 집중적으로 
피드백 

http://www.gettyimages.com/Search/Search.aspx?contractUrl=2&language=en-US&family=creative&p=goal&assetType=image&src=quick
http://www.gettyimages.com/Search/Search.aspx?contractUrl=2&language=en-US&family=creative&assetType=image&mt=illustration&p=self&src=standard
http://www.gettyimages.com/Search/Search.aspx?contractUrl=2&language=en-US&family=creative&assetType=image&mt=illustration&p=seminar&src=standard
http://www.gettyimages.com/Search/Search.aspx?contractUrl=2&language=en-US&family=creative&assetType=image&mt=illustration&p=seminar&src=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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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술 활동은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짐…(2)  

3-1. Academic Activities 

 

상호 발전을 위해 팀원 간 피드백 시트를 주고 받음 발표력 향상을 위해 영상과 발표 피드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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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path session을 통해 자신의 인생 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가지며, 졸업 선배님의 강연을 통해 향후 Career path 준비에 도움을 받음 

3-2. Knowledge Sharing 

 

• 토요 세미나 시간에 인생의 목적 및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에 대한 회원들  
  각자의 Career path 공유, PDG(Personal Development Goal) 
 
• 졸업 선배님으로부터 경험담과 Vision 설정 등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음  

Short-term 
goal 

Long-term 
goal 

Vision 

진행 방법 

2012-1 사례 • LENS 8기 김대왕 선배(Duke MBA) – MBA Session  
• LENS 4기 김동근 선배(유한양행) – 전략기획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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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LENSian을 통해 관심 분야의 졸업선배를 소규모로 만나 실무 및 대학생활
에 대한 조언을 얻음 

3-2. Knowledge Sharing 

 

EXPERIENCED 

CUSTOMIZED 

• 비즈니스 실무와 대학생활을 이미 경험한   
 선배와의 만남 
 
 

 

• 자신의 관심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와의 만남 
 
 
 

 

 
•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모임 
 
 

SMAL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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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내의 좋은 사람들과 상호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친목활동들이 있음 

3-3. Social Networking 

 

                   LENS Picnic           친목 모임 with Alumni  

 

 

개강 / 종강 MT 세미나 뒤풀이 

친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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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CEO와의 Mentoring은 자신의 인생의 Vision을 수립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도움됨 

3-3. Social Networking 

 

자문위원 CEO Open Session CEO Mentoring 

• LENS 재학생 + 외부 서강대생 일반인 
 
 

•학기(4개월) 당 1회 
 
 

•강연 주제를 논의하여 결정 이후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로 강연회 주최 

대상 

활동 기간 

진행 방법 

• 3-5의 재학생 LENSian 
 
 

•학기당(4개월) 1회 모임 
 
 

•자연스러운 식사 모임을 통해 진로와 고민
에 대하여 진지한 조언과 영감을 얻을 기회 

<2013년 진행 예정>  
•세방그룹 이상웅 부회장님 
(와튼스쿨, 서강대학교 총동문회장)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Quqcy7x3LOVPsM&tbnid=j8sAyOagF11__M:&ved=0CAUQjRw&url=http://job.incruit.com/jobdb_info/jobpost.asp?job=1301080026083&ei=UcE1Ud-WGcmUiAf_mIGgDA&psig=AFQjCNGIoTO-6njb62S0oSXtE7PqrvNnMA&ust=136256378552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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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으며, LENS Internship/Job Offer의 형태
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3-4. Extra Activities 

 

2010~2012 Partnership 2012 LENS Internship/Job Offer(1) 

Internship 

Job 

 
• CJ제일제당에서 2009년 
2학기부터 매년 Intern offer 
제공 

• 삼일PWC에서 LENS 회원 명단을 
RA 충원 DB로 활용 

• NRI, T-Plus 등 컨설팅펌 
리쿠르팅 대상 
 
 

• LENS Internship을 통해 CJ에 
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됨 
 

기업의 파트너로서 LENS는 서강대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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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에서 팀을 결성하여 공모전에 출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3-4. Extra Activities 

 

• L’Oreal BrandStorm 2012 국내 1위 
 

• ADL Case Competition 1위, 대상 
 

• NHN UXDP 1위 
 

• 삼성증권 Young Creator 수상 
 

• 서강대학교 발전전략 IDEA 공모전 1위(상금 600만원) 
• 3M 프리젠테이션 챔피언쉽 3위 
• NHN UXDP 2위 
• BAT Shape Our World 2007 Finalist,  
• LG Luckystar apprentice 우수상,  
• LGAD 광고대상 Finalist,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둠 

팀 구성 

참가 결과 

• 세미나 활동, 산학프로젝트 경험 
등을 통해 BEST 팀 구성 가능 

<2012 L’Oreal BrandStorm 국내 1위> 

<2012 ADL Case Competition 대상 > 



LENS 
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LENS, your brand 

Copyright © LENS. All rights reserved. - 23 - 

  

   

Konwledge와 세미나, 강연 등의 LENS 활동 모든 내용은  
LENS Database에 저장, 열람 가능 

3-4. Extra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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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음 

4. Why LENS 

 

역량 증진 

경영학적 지식, 논리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증진’을 위한 

기회의 장  

네트워크 

모든 회원들의 상호 발전을 위한 
문화를 가지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진로 탐색 

스스로 비전/미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에 있어  

탁월한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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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음 

4. Why LENS 

 

역량 증진 

경영학적 지식, 논리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증진’을 위한 

기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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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사고 방법으로서 전략적 사고 
OS(Operating System)를 습득해야 함 

4-1. 역량 증진 

 

로지컬 씽킹, 
기초적 IT 지식, 
기초적 회계지식 

전략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초적인 영어 사용능력 

재무 마케팅 
생산 
관리 

유통 
인사 
조직 

…… 

OS 

App. 

Pre-Seminar Feedback Case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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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 내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같은 Management와 TFT활동을 통해 자신이  
리더로서 갖춘 역량과 기본소양을 적용해 봄 

4-1. 역량 증진 

 

LENS는 기업과 동일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음 각 팀은 권한이양을 통해 실제 업무를 주도(1)  

회장단 

홍보팀 인사팀 기획팀 

세미나팀 세미나팀 

자원관리팀 

인사팀 
• Meet the LENSIAN 추진  
• LENS 소모임 결성  
• LENS우수 회원 평가 및 시상 

관리팀 

Recruiting 
TFT 

• 기업 및 선배 대상              
  Fundraising 기획  
• LENS 예산안 설정 

• 리크루팅 홍보 방안 계획 및  
  실행  
• 신입회원 선발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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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경영환경 속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성과를  
달성함 

4-1. 역량 증진 

 

 

• 실제 산업에 대한 경영 지식의 적용 
및 활용 

 
• 프로젝트 분석 
-문제정의 
-방법론 도출 및 공유 
-시장분석 

 
• 시장조사 
-자사역량분석 
-소비자조사 
-경쟁사 벤치마킹 

 
• 전략 도출 
- Concept 및 마케팅 방안 도출 
타당성 검토 

Real Business를 통한 학습 내용 최근 3년간 Real Business 프로젝트 

 
• Dairly food  Project 
   (2012년 2학기) 

 
 

• Frozen Rice Project 
(2012년 1학기) 
 
 

• Fashion Watch Project    
(2011년 2학기) 
 
 

• 한국적 소재를 통한 
BM구축(2011년 1학기) 
 
 

• Beverage Project 
    (2010년 2학기) 
 
 
• iPhone Project 
 (2010년 1학기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zgblXz-9VA5B6M&tbnid=P_yt_sQSTwkYGM:&ved=0CAUQjRw&url=http://www.signcody.co.kr/comm/view.asp?page=29&blockpage=1&code=6_2_&search=&mselected=&combo1=&combo2=&combo3=&combo4=&idx=360&ei=qj8zUfPMHsPRmAXjvYGQAw&psig=AFQjCNENYTaID1D0MBHCSuRzm02sZIr22Q&ust=13623995280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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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된 역량을 기반으로 LENS에 제공되는 인턴쉽 지원과 공모전 수상 확률을 높임 

4-1. 역량 증진 

 

2011 LENS Internship/Job Offer 

Internship 

Job 

공모전 참가 

 
• NRI, T-Plus 등 컨설팅펌 
리쿠르팅 대상 

• BAT Korea Office Visit 
• 삼일PWC에서 LENS 회원 명단을 
RA 충원 DB로 활용 
 
 
 
 
 
 
 
 
 

• LENS Internship을 통해 CJ에 
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됨 
 

• L’Oreal BrandStorm 2012 국내 1위 
 

• ADL Case Competition 1위 대상 
 

• NHN UXDP 1위 
 

• 삼성증권 Young Creator 수상 
 

• 서강대학교 발전전략 IDEA 공모전 1위(상금 600만원) 
• 3M 프리젠테이션 챔피언쉽 3위 
• NHN UXDP 2위 
• BAT Shape Our World 2007 Finalist,  
• LG Luckystar apprentice 우수상,  
• LGAD 광고대상 Finalist,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둠 

팀 구성 

참가 결과 

• 세미나 활동, 산학프로젝트 경험 
등을 통해 BEST 팀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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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음 

4. Why LENS 

 

진로 탐색 

스스로 비전/미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에 있어  

탁월한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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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Case Study와 재학생의 경험담 그리고 Alumni의 조언은 진로와 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됨 

4-2. 진로 탐색 

 

Career Path Session 

다양한 주제의 CASE 

재학생의 경험담 

Meet The Lensian 

진로 및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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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음 

4. Why LENS 

 

네트워크 

모든 회원들의 상호 발전을 위한 
문화를 가지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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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의 재학생들은 2, 3, 4학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NS의 활동을 자문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다양한 직종 및 직무에 종사하고 있음 

4-3. 네트워크 

 

다양한 직종, 직무에 진출해있는 선배 LENSian들의 조언으로 자기 발전 및 진로 상담이 가능함 



LENS 
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LENS, your brand 

Copyright © LENS. All rights reserved. - 35 - 

  

   

LENS 지도교수님과 자문위원단을 통하여 경영학적 인재로서의 영감과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음 

4-3. 네트워크 

 

LENS 자문 위원단  지도교수 

노부호 교수님 

기업 실무진 

산학 협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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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는 LENSian, 대외적으로는 교수님, 자문위원단, 기업실무자와 SPUR과의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4-3. 네트워크 

 

LENS 지도교수/자문위원단 
/기업실무진 

LENSian 

S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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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에서는 상호발전을 통하여 4가지 Core Value를 가진 열정 있는 신입회원을 모
집하고자 함 

5. Who we are looking for 

 

경영학에 대한 열정, 학습에 대한 의지,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서강인 모두를 환영합니다 
 
 
- 매주 수요일, 토요일 세미나에 참석이 가능한 자 
- 연속 2학기, 총 3학기의 활동이 가능한 자 
 

2. 역량 & 인성 

1. Requirement 

열정 

 Responsibility 

Competency 

Challenge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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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에 지원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 가장 적절하며  축적되는 경험에 있어  
1~2학기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음 

5. Who we are looking for 

 

 

 

3학년 LENS 활동 시작 

1학년 LENS 활동 시작 

LENS가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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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의 향후 Recruiting Schedule은 다음과 같음 

5. Who we are looking for 

 

SUN MON THE WED THU FRI SAT 

3 4 

지원서 

접수시작 

5 6 7 

LENS 

설명회 

8 9 

10 11 12 

지원서 

접수마감 

13 14 

서류합격자 

발표 

15 

면접 

16 

면접 

17 

면접 

18 

최종합격자 

발표 

19 20 

신입생 

환영회 

21 22 23 

신입생 

Pre-Seminar 

24 25 26 27 28 29 

개강 MT 

30 

개강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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