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수강 현황
Outline 수강 현황
백두대간


신청자 현황
신청일

인원

10/29(금) 불곡산

30

2019학번 이전

10/30(토) 예봉산

38

2020학번

51

둘 중에 아무날짜나 하루 신청

12

양일 모두 신청

74

2021학번

102

총합계

154

총합계



학번

인원

154

1

요일별 선정인원 48명
- 코로나 4단계 : 행사금지, 학술행사 49명 / 코로나 3단계 : 행사 49명 기준
- 접종완료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각 일자당 48명까지 선발 (48명 + 1명 교수님)
- 1개 조당 4~5명으로 편성 ( 4~5명 + OBK 인솔 1명 = 총 6명 / 코로나 낮 모임 기준 준용)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백두대간 수강 현황
Outline 선정 기준 및 향후 일정
백두대간


선정기준 ※ 필수조건 : 9/29 사전 OT 참석자 대상
- 1순위 99기 중 제주리더십 미참가자
- 2순위 99기 중 제주리더십 참가자
- 3순위 100기를 포함하여 그 외 전체 추첨
- 기타 : GMBA 별도 T/O 추첨 (요일 전체로 1명)

 향후 일정
1. 선정자 및 조편성 완료 : ~ 10/7(목) 24:00까지 공지
2. 백두대간 카톡방 개설(질의응답 등) : 10/8(금)
3. 수강취소 : 10/8(금) ~ 10/10(일), 이후 취소/철회 불가
수강변경 : 10/8(금) ~ 10/10(일),
- 양일 신청자 특정일 하루로 변경가능 (빈자리 대기자 추가 선발)
- 하루 신청자 요일 변경 불가 (단, 바꿀 사람을 구해서 올 경우 변경가능)
4. 천재지변 발생으로 모두 산행을 할 수 없을 시 대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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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수강 현황
Outline 추가 분반
백두대간
 추가 분반 2개반 48명씩 개설 예정
 예정 일정
- 11/19(금) 불곡산, 11/20(토) 예봉산 / 겨울산행 주의
- 산행지 동일, OBK 동행
- 지도교수 박용석 교수님 (학점 가이드라인과 사전 활동은 동일함)
 다음주 중으로 신청 공지 (10/29, 10/30 참석자 명단 확정 후 선발)
- 전체 원우 대상으로 공지
- 금번 선발조건을 준용하여 선정하나 각 순위 내 9/29 사전 OT 참석자 우선 선발
(예) 1-1순위 99기 중 제주리더십 + 10월 산행 미참가자 중 OT 참석자
1-2순위 99기 중 제주리더십 + 10월 산행 미참가자 중 OT 미참석자
- 겨울산행 안전을 위하여 추가 OT 개최여부 확인 중
(추가 OT 미개최 시 OT를 시청하지 않은 선발자에게는 OT 영상 제공 및 OT시청 확인서 수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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