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울산교육 2019-229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울산교육!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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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본 자료집은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 중 면접이 있는 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2019학년도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면접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의 면접사례를 수집한 것들 가운데 상대적
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대학별로 가나다순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각 고교에서 수합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기재된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일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접후기 사례는 2020학년도 면접을 다녀온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어법이나 표현 등이 다소 어색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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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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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IST ∙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기초학부

면 접 방 법

맨처음 강당에 모여서 전자기기 반납 후 면접대기실로 이동한다.
면접 대기중에는 준비한 서류를 볼 수 있지만 떠들면 안된다.
자신 차례가 되면 문제풀이실로 이동해서 문제를 푸는데 인성면접 후에 학업문제를 푼다.

전

질문 및 답변
일단 면접하는데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발표면접 답변을 한다.(발표면접 제시문: 어떤 소녀가 환경운동 한다고 배를 직접
만들어서 바다를 횡단함. 하지만 다른 유명한 환경운동가들은 말로만 환경운동하자하고 행동은 환경파괴하는 비행기를 타고 육류
를 섭취한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
문제 3개정도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고 내가 했던 얘기는 진정한 리더로서 조직을 이끄려면 소녀처럼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과 앞으로 연구자로서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주려면 소녀처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과 적절한 수준에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Q1

2학년때 주기적으로 과학관 봉사를 갔는데?
A 저희 수학동아리가 1학년 때는 계속 학교내에서만 활동해서 학교 외의 일반인들이 수학과 과학을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봉사를 직접 신청해서 진행했습니다.

Q2

과학탐구실험대회에
A 이 대회는 주어진 탐구주제에 맞게 직접 실험을 설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설설정능력, 변인통제능
력, 보고서작성능력 등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이때 주제가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나침반의 각도변화를 이용하
여 지구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 학업역량 평가(문제는 디지스트 홈피 참고, 첫째날 오후 면접 문제보면 됨(수학, 화학))
수학은 첫 번째 문제는 증명하는 문제로 나는 별해로 풀었는데 면접관님 꼬리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했고 두번째 문제는 못 풀
었고 마지막 문제는 품, 학은 다 품(문제풀이실에서 못풀어도 면접 들어가서 면접관님 힌트 받고 풀어도 됨.)

전

형

지 원 학 과
면 접 방 법

∙ 문제 풀이 시간(30분)
∙ 면접(25분)

1) 발표면접 제시문(15분)
1) 발표면접(8분)
3) 학업역량평가(10분)

2) 학업역량 평가문제(15분)
2) 개별면접(7분)

질문 및 답변
Q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네요. 밥 먹었어요? (긴장 풀어주시는 말 하셨는데 기억 안남)
A 아 넵 먹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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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발표면접부터 시작할게요. 제출하셨던 답안지랑 제시문 보고 1번부터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제시문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시문이었고, 아래는 문항 3개. 정확하진 않지만 의미는 통함)
A 1) 이 글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
2)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
3) 저자의 관점에서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지 않는가?
Q 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은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A 네 동의합니다.
Q 그럼 일베 같은 단체에서 비하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보고 규제하지 말아야 하나요?
A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하발
언의 정도가 심해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Q 네 개별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 순서, 내용 정확히 기억 안남) 기후변화 동아리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어서 실험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활동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해줄래요?
A 아두이노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했었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코딩을 전부 다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측정기를 제작했습니다. 그 측정기를 가지고 통제변인, 조작변인을 설정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 하루 종
일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적게끔 생활할 수 있을까? 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와 실외, 환기를 시켰을 때와 안 시켰을 때,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조작변인으로 설정하여 몇 분 단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고 그것으로 통계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Q 아 그랬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A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내, 환기를 시켰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어떤 센서를 사용해서 측정했나요?
A (잘못 이해했음) 아두이노로 측정했습니다!
Q 아두이노는 오픈플랫폼이고, 센서 말이에요.
A 아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만한 크기의 네모난 회색 모양에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손짓 발짓 다 함..)
Q (단번에 알아들으시고) 그거는 (무슨 영어를 말씀하시며)~~한 센서인데. 아무래도 variation이 큰 센서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A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측정기를 6개 정도를 만들었었는데, 같은 곳에 모아놔도 농도가 다르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슷하게 농도가 나타나는 것들로 측정하면 어느 정도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
게 진행했었습니다.
Q 학생 생기부를 보니까 한 분야만 한 것이 아니라 활동을 되게 여러 가지 한 걸로 봐서 성격이 짐작이 돼요.
놀러다니지 않고 우리 대학에서 연구만 할 수 있을까요?
A 사실 제가 성격이 이래서 이것저것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말 거는 것도 좋아하지만(TMI)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타입이라 괜찮습니다.
Q 혹시 학원 다녔나요?
A 아니요, 아 2학년 1학기 때 수학학원을 다녔었습니다. 학원을 다닌 후 시험을 쳤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결국 끊고 혼자 했었습니다.
Q 그럼 그걸 제외하고는 다 혼자 했다는 거죠? 성적이 되게 좋게 나왔네요. 그런데 활동도 엄청 많고, 봉사활동도 되게 많거든
요? 많은 활동을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A 감사합니다. 조금 버겁긴 했지만 실제로 생각해봤을 때 자투리 시간이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꽤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량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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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니까 생명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생명공학인 이유가 있나요?
A 제가 생명과학도 무척 좋아하지만 컴퓨터공학에도 관심이 많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이 접목
된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디지스트 대학원에 대해 찾아봤는데, 뉴바이올로지전공이나 로봇공학전
공에서도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나노공학이 접목된 것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을 보고 디지스트에서 생명공학 분야를 연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디지스트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A 아무래도 융복합적 대학이다 보니 융합학문을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카이스트나 다른 학교에서도 요즘 융합을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디지스트를 선택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A 물론 다른 학교에도 융합을 접할 수 있겠지만, 그 학교들은 최근 도입하고 있고 디지스트는 이미 융복합적 대학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깊이와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디지스트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말 잘못하면 안 된다 싶었음) 다른 학교는 한 과를 정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지만 디지스트는 아무래도 여러 학문을 융합해
서 배우다보니 한 분야를 깊게 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Q 학생이 디지스트에 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A 아닙니다. 저는 T자형 인재라고, 생명공학을 깊게 파면서 다른 분야도 공부하는 인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
습니다!
Q 네 좋습니다. 그럼 학업역량평가 시작할텐데 수학 먼저 볼게요.
(1번은 4개의 크기가 다른 구의 중심이 정육면체의 꼭짓점에 위치해 있을 때 4개의 구를 모두 이등분시키는 평면이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 2번은 무한급수랑 삼각함수 문제였음. 문제 찾아보면 나옴.)
A (사실 둘 다 틀려서 힌트를 주시면 대답하는 식으로 해서 1번은 맞췄음. 2번도 틀린 부분 말씀해주셔서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죠? 여쭈어보시면 대답하고 말씀하시면 대답하고 그랬음. 시간 없어서 2번은 설명만 듣다가 과학면접으로 넘어감.)
Q 그럼 과학면접으로 넘어갈게요. 잘 풀었는데 그림으로 풀이를 한 번 보고 싶어서요. 뒤에 화이트보드로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주세요. (생명과학 선택했었는데 1번은 2n=4 핵형일 때 감수1분열과 감수2분열의 차이를 설명하라, 2번은 감수1분열에
서 염색체 한 쌍이 비분리될 때와 감수2분열에서 염색체 한 쌍이 비분리될 때를 설명하라.)
A (감수분열 그림 그리고 비분리 표시하면서 그냥 답안지 설명대로 풀었음. 그러고 시간 딱 맞췄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기타 유의사항
양옆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대기해서 그런가 긴장이 안 되어서 면접실에서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면접 봤음. 질문할 때마다
부드럽게 말씀해주시니까 긴장만 안하고 서두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음. 보통 자기 수험표에 알파벳과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자기 순서고, 같은 숫자끼리 동시에 각 면접실에 들어감. 나는 6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30분 대기하다가 들어갔
기 때문에 공부할 것들, 초콜릿 챙겨 가면 좋음. 기분탓인지 모르겠으나 디지스트에 대해 안 물어봤는데 혼자 디지스트 이야기 하
니까 미소 지으셨음.

전

형

학교장추천

지 원 학 과
면 접 방 법

대기실 입장 후 유의사항 전달 및 대기 (좁음)
문제풀이실로 이동
발표문 및 제시문 풀이(각각 15분씩 총 30분)
발표면접 - 인성면접 – 수학. 과학 제시문 면접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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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발표면접)
각 문제에 대한 답변 후 추가질문
Q 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Q 일베가 혐오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Q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는가?
(인성면접)
Q 약과 관련된 진로를 가졌는데 약대에 진학하지 않고 생명과학을 생각한 이유는?
Q 약값이 비싼 것이 생산과정 비용이 높아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요인만 있나?
Q 요양병원에서 봉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Q 약 성분이 있는 식물은 산삼이나 인삼 등이 이미 있는데 이것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다른지?
(제시문면접)
문제 풀이만 하면 됨.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간단하게만 말하라고 하고, 더 알아봐야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질
문하거나 풀이에 대한 힌트 제공하면서 끝까지 풀도록 도와주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디지스트 면접이 친절하기로 유명한데, 거의 마지막 순서라 그런지 생각만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끝부분
순서 걸리시는 분들은 면접관분들도 지친 상태라는 거 유념하고 분위기에 긴장하지 말고 밝게 답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기시간이
최대 6시간정도일 수 있으니 공부할 거 챙겨가세요.
물이나 간식은 대기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발표면접이 올해부터 추가됬는데 꽤 난이도 있는 지문입니다.(정치적?인 내용이라서 이과학생들한테 부담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함.) 평소에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경험 쌓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형

학교장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기초학부

면 접 방 법

1.
2.
3.
4.

면접관 : 학생 = 3 : 1
발표면접 : 제시문 기반 → 풀이시간 15분, 발표시간 8분
개별면접 : 제출서류기반 → 7분
학업역량평가 : 수학(필수),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 → 풀이시간 15분, 발표시간 10분

질문 및 답변
* 발표면접
: 제시문 : <천사가 필요 없는 정치>, 박원호(서울대 교수, 정치학, 2016년 칼럼)
Q1

제시문의 주제어와 글쓴이의 주장을 설명하시오 (1분)

Q2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상정하는가? (1.5분)

Q3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을 저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1.5분)

+) 본인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남성우월주의, 소수자혐오, 여성우월주의 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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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면접
Q1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생명과학, 경영학 등과 융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세요.
A 생명과학을 예시로 들자면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거나 단백질의 입체 구조 등을 밝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A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DNA 부분을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2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갈 때 쯤, 약 10년 후에는 빅데이터 산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황일 텐데 레드오션이 되지 않을까? 산업이라는 것은 사이클 즉 순환하는데 말이지.
A 그때쯤이면 빅데이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만큼 수요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전문
가들 중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업역량평가
[수학]
Q1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각 꼭짓점에 반지름이 다른 4개의 구를 서로 다른 점에 놓을 때 4개의 구를 이등분하는 평면에
존재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A 6/35

+)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은 구를 이등분한다’와 ‘구를 이등분하는 평면은 구의 중심을 지난다’가 필요충분조건임을 보여라.
+) 본인은 집합을 이용해 문제를 풀었는데 반지름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하지 않나?
+) 구를 놓는 점을 중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확률을 구할 것인가?
Q2

그림과 같이 Pn과 세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P1Pn의 길이를 r1과 세타로 나타낼 때 그 극한값을 구하고, P1Pn이 무한
대로 길어지지 않기 위한 세타 값을 구하세요.
A 0<세타<이분의 파이, r1/cos이분의 세타(1-tan이분의 세타

[생명과학]
Q1

감수분열과 감수 2분열의 차이점을 핵형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Q2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을 때 딸핵의 핵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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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광주과학기술원)
전

형

학교장 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기초교육학부

면 접 방 법

1. 면접관 : 학생 = 3 : 1
2. 종합 면접 가) 내적 역량 확인
나) 전공 수학 능력 평가(수학/과학 구술 면접)

질문 및 답변
[생명과학]
(가)
글루탐산

→

(나)
오르니틴

→

(다)
시트룰린

→

아르지닌

최소배지

최소배지 + 오르니틴

최소배지 + 시트룰린

최소배지 + 아르지닌

야생형

자람

자람

자람

자람

A

자라지 못함

자라지 못함

자람

자람

B

자라지 못함

자람

자람

자람

C

자라지 못함

자라지 못함

자라지 못함

자람

Q1

A형 빵곰팡이는 어느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B형 빵곰팡이는 어느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C형 빵곰팡이는 어느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4

비들과 테이텀은 실험을 통해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하였는데 현재에는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
+
+

비들과 테이텀이 저 실험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1유전자 1효소설이라 했을까?
두 주장 사이에는 어떤 주장이 있었을까? ( 1유전자 1단백질설 )
그럼 왜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이 되었을까?

[수학]
Q1

0-4 중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를 구하시오.

Q2-1 0-4를 이용해 만든 네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단, 각 자리수의 수는 같을 수 있다.)
Q2-2 x+y+z+w=11 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 w 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Q3-1 서로 다른 주머니 4개에 같은 공 7개를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Q3-2 다른 공 4개를 같은 주머니 3개에 나눌 때 빈 주머니 없이, 남는 공이 없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는?
+ 계산 과정에서 4H7을 10C7로 왜 두 수식은 같은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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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역량 확인]
Q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수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Q 지원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Q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어떤 분야들이 필요할까?
Q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직을 맡았었나?
Q 동아리를 이끌어가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나?
A 축제 때 진행할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크게 두 개의 활동으로 나뉘었는데 두 활동의 장점, 목적
등을 검토해보고 절충안 제시
Q 두 가지로 나뉜다면 양자택일하는 편이 더 쉽지 않나?
A 선택받지 못한 측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
Q 그 절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속상한 친구가 있다면?
A 이미 일어난 일로 되돌릴 순 없으므로 우선 어느 부분에서 속상했는지 듣고 사과를 하고 다음번에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반영해야한다고 생각
Q 동아리 활동은 수학과 관련해서만 했나요?
Q 자료를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 특히 어떤 분야를 좋아하나?
A 기하와 벡터 보다는 미적분을 선호
Q 인공지능에 있어 수학의 어떤 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까?
A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확률과 통계라고 생각. 또한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함수의 원리도 적용된다고
생각함.

전

형

학교장추천전형

지 원 학 과

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순서가 이름순으로 진행되었음. 면접진행방식은 먼저 면접준비실에 들어가서 일자로 배열된 책상에 앉아 수
학문제 과학문제를 각각 풀어서 연습지에 정리해 두어야함. 다음 면접실에 들어가면 수학부터 면접을 진행함.
연습지를 빔 프로젝터에 올려두고 화면에 연습지를 띄우고 면접을 진행함. 수학이 끝나면 과학을 똑같이 면접
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생기부기반 면접을 진행하고 마무리 - 면접관 분들을 수학 1분 과학1분 통합적으로
물어보시는분 한 분

질문 및 답변
Q 수학과 과학문제
(수학과 과학문제는 그냥 학교에서 문제를 풀이하듯이 하면 되는 거라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 난이도는 수학
기준 수능에서 킬러문제가 아닌 4점 문제정도 과학은 개념이 중요
<생기부 기반 면접>
Q 진로희망이 어떻게 되나요?
A 저는 항공전자공학자가 되고자는 꿈이 있습니다. 1학년때 드론동아리를 시작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드론쇼를
보면서 꿈이 확고해 졌습니다. 최근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항공기에 적용되어있는 전자시스템의 문제로 일어났다는 기사
도 볼 수 있었고, 공학의 가장 중요한 점인 사람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었기에 항공
전자공학자가 되고자하는 진로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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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에 보면 Tomas Calcus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원서 맞죠?
A (워낙 어려운 원서라서 질문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음) 네 원서 맞습니다.
Q 이 책을 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사실 저희 지역 인근의 한 대학교에 캠프에 신청하여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캠프에서 미적분학을 신청해서 들었
고 캠프가 끝난 후 책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 책을 더욱 활용해보고 싶었고 학교로 돌아와 3학년때 동아리 친구들과
책을 찾아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새로운 개념에 접근해보았습니다.
Q 이 책에서 대표적으로 공부한 부분이 있다면?
A 네 책을 통해 공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NEWTON METHOD였던 것 같습
니다. 매우 복잡하고 손으로는 구하기 힘든 식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책의 모든 부분을 공부했나요?
A ..... 아니요 뒤쪽에 나와있는 기하는 잘 공부하지 못했고 앞쪽부분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Q 입실론 델타와 같은 개념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A 네 물론 처음에 저희가 다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희 자율동아리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을 드리고 해결하려고 노렸했습니다.
Q 네 뭐 입실론 델타는 대학과정이기 때문에 더 깊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Q 학업계획에 대해 말해볼래요?
A 네. 저는 4년동안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기초지식 뿐만아니라 우수한 교수님들로부터 공학자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싶습니다. 2학년 때는 공학공부에 영어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칼텍 즉 캘리포니아 공대와 협약관계
를 맺고있는 GIST의 여러 장점을 활용해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3학년때는 전
문적인 지식 공부 뿐만아니라 드론자격증, 전기기사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
로 4학년때는 대학원진학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취업을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꼭 면접 보러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면접시간을 맞추어 놓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 그리고 기출문
제와 유형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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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

형

학생부 종합(학교장추천전형)

지 원 학 과

(무학과)단일계열

면 접 방 법

∙ 면접과 : 학생 = 2 : 1
1. 학업 역량(문제 풀이 40분, 면접 20분))
2. 학업 역량(제시문 검토 15분, 면접 20분)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기반 면접]
올해는 A동아리에서 활동하다 졸업한 학생의 기부금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동아리 지원금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졸업생이 A 동아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라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각 동아리 별 주장은 아래와 같다.
(단, 괄호 속 숫자는 각 동아리별 인원을 나타냄)
__ 동아리 A (20)

기부자의 의견대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를 원한다.

영화감상 동아리 B (35)

인원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지원금과 넓은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독서토론 동아리 C (5)

인원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받길 원한다.

댄스 동아리 D (15)
게임개발 동아리 E (10)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는 동아리 F (15)

연습하기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인원은 적지만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므로 지원금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Q1

적어도 2개 이상의 동아리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금 분배 방안 3가지를 선정하고 그 기준과 함께 설명하세요.

Q2

위와는 다르게 동아리 지원금을 분배할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제출서류 기반]
Q1

산술기하평균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Q2

자기소개서를 보면 ‘놀수 체고’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타 유의사항
15분의 면접시간 대부분이 제시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꼬리질문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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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울산과학기술원)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무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합쳐서 15분
오후면접 기준 1시 20분쯤부터 입실 시작해서 1시 30분까지 대기실에 착석했습니다.
면접 순서 구체적으로 안알려주시고 그냥 부르면 갔어요. 불려서도 거기서 약 30분 대기했습니다.
앞 친구가 면접실 들어가면 제시문 받고 10분 재서 풉니다. 에이포용지와 필기구는 주고 10분 지나면 칼같이
문제지랑 필기구 회수하고, 적은 에이포용지 보면서 5분동안 생각 정리할 수 있어요 면접실 들어가면 문제지
다시 있고 문제지랑 자신이 적은 에이포용지 보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제시문 면접
Q1

정상 수컷 모기 100마리 정상 암컷 모기 100마리 있는 곳에 유전자 편집한 불임 수컷 모기 100마리 넣었을 때 왜 퇴치
가 안될까? (10%이하일 때 퇴치된 것으로 본다) 또 퇴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조건, 교배 후 죽는다.

Q2

마이크로칩 넣은 모기 10000마리를 넣고 1일에서 9일까지 100마리 모기를 채취했는데 각각 10 7 4 4 3 4 4 3 1 이
고 대푯값으로 4를 설정했다. 이 군집의 개체수는?
그리고 왜 1일과 마지막날은 표와 같은 양상을 보였을까?

Q3

유전자 편집으로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정확한 내용은 유니스트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참고하세요)

면접관: Q, 학생: A
Q 1번 풀어보세요
A 확률 상 불임 수컷 모기가 정상 암컷 모기와 교배되지 않을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Q (갸우뚱거리면서) 문제 조건을 잘 보세요. (하면서 문제 조건 짚어주심.)
A (조건 착오로 몇 번 틀린 후에) 그렇다면 1세대에는 불임 수컷 모기와 정상 수컷 모기 1:1 확률로 정상 수컷 50 정상
암컷 50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Q 그 다음 세대는? 불임 수컷 모기는 교배 후 죽는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A 그렇다면 50마리 50마리로..
Q 그렇게 유지되서 퇴치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A 네
Q 퇴치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상 2개만 말해주세요
A 불임수컷모기를 처음부터 대량 풀어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전자 편집시 암컷과 교배가능성을 높여주는
유전자를 도입하여 암컷과의 교배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네 다음 2번 문제 답해주세요
A (교수님 도움과 함께) 100마리에 4마리니까 10000마리일 경우는 250000마리입니다.
Q (끄덕끄덕) 왜 점점 마이크로칩 달린 모기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까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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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배하면서 마이크로칩 달린 모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입니다.
Q 교배와는 상관없는 것이 조건이고 1일에서 9일까지 관찰한 것이에요. 1일에는 왜 숫자가 높을까요?
A 처음 풀어 놓은 상태에서 마이크로칩 모기가 환경에 적응이 완전히 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 모일 것 같아서 숫자가 높습니다.
Q 그렇죠 안섞여서죠 그럼 마지막에는 왜 줄어들까요?
A 이 또한 모기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찾아내어 그 곳에 서식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일 것 같습니다.
Q 또 다시 처음처럼 반복되나요?
Q 다른 지역으로 날라가서겠죠
A 아 네
Q 마지막 질문 대답해보세요
A 저는 인간이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자그마한 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인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할 때 작은 생명체를 죽이더라도 상위층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
는 것을 허용하면 점차 그 범위를 넓혀서 인간에게까지 개입하여 복제인간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모기도 죽이지 않아야겠네요?
A 네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기업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문
제에 관심을 가져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모기를 죽여도 되겠네요?
A 네
Q 그럼 유니스트에 와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A 저의 꿈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1학년에는 기초과정부에 입학하여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2학년에는 인간공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국내 줄기세포 재생센터에 들어가 저의 목표와
부합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 그렇게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릴적부터 뇌질환을 앓고 있는 지인을 보면서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뇌는 밝혀진 것이 적은 분야로 다
양한 학문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와 생명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3D프린터와
같은 공학적 지식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바이오닉 맨 책을 읽으며 다양한 인공장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줄기세포로 인공장기를 구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기 어필
먼저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유니스트는 큰 의미입니다. 유니스트 여름캠프와 미래과학 영재 집중과정을
하며 만났던 재학생분들, 교수님들, 조교님들 모두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진로를 확고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줄기세포로 인공
장기를 구현하고 싶다는 진로를 세운 후 열심히 공부하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유니스트
에서 큰 역할을 해내어 유니스트를 빛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네 수고하셨어요

기타 유의사항
조건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조건과 문제 상황만 잘보고 파악해도 생각보다 답은 쉽습니다. 10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촉
박하니까, 시간 분배에 신경쓰셔야 할 것 같고,, 문제 풀이 후 생각할 수 있는 5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어렵다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푸세요
못 풀어도 교수님이 힌트 주시면서 답 유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대한 답변에 자신의 생각에 대한 꼬리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은 기본적인 질문만 나왔습니다. 한번 생기부, 자소서 훑어보는 것은 필수지만, 기본적인 질문(자기소
개, 지원동기, 장단점, 추천 책, 하고 싶은 말, 학업계획, 영어로 자기소개 등)에 대한 답변을 잘 구성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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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이공계열

면 접 방 법

제시문 15분

전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
Q 안녕하세요 XX고등학교에서 오셨네요?
A 저희 학교 선배들이 이때까지 서울대로 다 빠졌습니다.
Q 좋습니다 1번 먼저 풀어볼까요?
A 저는 우선 예시상황을 역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80%의 시간에서 20%의 업무량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작업의 효율성
이 인터넷 사용애서의 예시를 들자면 대부분의 시간을 웹서핑하면서 보낸다고 자신이 할 업무를 완전히처리하지 못하다
가 직전에 몰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Q 아… 이게 20%가 전체의 80%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예시 들어볼래요?
A (잠깐 생각하다가) 댓글 다는 사람의 20%가 80%의 댓글을 단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Q 네 좋습니다. 1번은 이쯤 하고 2번 답 뭔가요?
A 16배 입니다.
Q 왜 16배에요?
A 10명의 사람이 있고 100원의 총액이 있으면 상위 20%에 속하는 1사람은 40원을 벌고 나머지는 5/2원을 벌기 때문에
상위 2명이 16배 더 돈을 많이 법니다.
Q 그러면 3번이.. 누진세 이야기인데 누진세 뭔지 아시죠??
A 네
Q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누진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고 그 근거를 말해봐요
A 제가 두가지 의견에 대해 둘 다 말하면 되나요?
Q 네
A 우선 누진세 찬성의견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공평하다는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
라서 같은 일이 있더라도 미치는 영향이나 느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금으로 x원을 내는 것과 부유한 사람이 세금으로 x원을 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통한 해택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로 상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진세를 내는 것은 합당하
다. 이것이 누진세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누진세 반대쪽의 의견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능력, 노력, 투자한 정도를 통해서벌게 됩
니다. 그런데 만약 누진세를 부과한다면 그 사람이 들였던 노력 등의 요인들을 정부차원에서 부정하고 재분배하겠다는 소
리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자신이 들인 자원과 노력에 비해서 적게 벌게 되므로누진세를 반대한다. 이것
이 누진세 반대에 대한 근거입니다
Q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어떻게 푸셨나요?
A 우선 2번의 예시에서 20%는 40원을 버니 40*2x/100 을 세금으로 내고, 80%는 5/2원을 버니 5/2*x/100만큼의 세금
을 냅니다. 따라서 비율은 1:32입니다.
Q 풀이는 맞는 거 같은데 답이 틀렸어요. 계산 잘못 했나요??
A (잠깐 생각하다가) 제가 개인별로 세금을 내는 것을 계산했네요. 이것을 전체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Q 답이 어떻게 나와요?
A 1:8이 나오네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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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상하다? 왜 오류도 해결했는데 답에서 멀어지지??
A 제가 암산을 잘.. 못해서요.(그 후 답을 1~2개쯤 더 던져봤는데 암산을 못해서 계속 틀림)
Q 세율이 얼마야?
Q 16배면 누진세니까… 세율비가 어떻게 돼?
A (결국 제대로 된 대답 못하고 횡성수설함)
Q 학생 풀이는 맞는데 세율을 잘 모르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네..
Q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설명해볼래?
A 동아리 활동 채팅봇 말씀하시는 거죠?
Q 아무거나~
A 우선 채팅봇을 만들 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가지고 와 답변을 하기 위해 IF문을 사용하려고 했
는데 이게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함수나 클래스 같은 걸 써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장 인공지능 쪽의
핫한 이슈였던 딥러닝의 신경망을 먼저 구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AND, OR 게이트로 된 뉴런네트워크 층을 만들었는데
그 AND,OR게이트들은 불연속 함수이므로 여러층이 중첩되어도 출력층 결정함수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면서도 비선형 함수를네트워크 층마다 중첩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선형이면 중
첩해도 선형함수꼴의 결론이나오므로)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뉴런네트워크 층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자체는 실패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것을 구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태소 분석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잘 생각해내
지 못했고, 논문 등을 찾으면서 구현하려고 해도 수학적 모델링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노크소리 들림)
Q 들어보니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 유니스트에 그쪽으로 하는 교수님은 없는 걸로 아는데?
A 네? 홈페이지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Q (서류를 뒤적거리시면서) 좋아하는 과목 있나?
A (수학과 물리 중에서 약간 고민함(교과질문 할 것 같아서)) 물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Q 왜 물리 좋아해?
A 제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었던 게 물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두이노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물
리 법칙을 적용하며 …
Q 중학교때는?
A 중학교 때는 수학,과학 하고 탐구토론 했었습니다.
Q 자소서 보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만들어 본 것 중에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있나?
A 저는 슈팅게임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이때까지의 개발한 것들은 대부분 코드 1000줄을 넘어가지
않고,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만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슈팅게임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로 개발하다 보니 각 부분별
로 따로 코드를 작성하고 해서 코드 4000줄이 넘는 프로젝트였는데 별 오류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코드의 성능이 우수할지라도 제대로 디자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게임을
하는 재미가 줄어들고 퀄리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노크소리 또 들림)
Q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A 저는 유니스트에 진학해서 투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투수는 타자처럼 득점을 내거나 홈런을 치면서 관객들을
환호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게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플레이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유니스트에 진학해서 다양
한 분야의 융합적인 연구를 하면서 유니스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겠습니다.
Q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이는 박스에 넣어주고 가세요~
A 제시문은요?
Q 다시 넣으시고 가세요. 잘 하셨어요
A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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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 면접)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사전설문지 작성 후에 4:10으로 면접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Q 간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 본인이 생각하는 간호사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 면접)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3분, 면접대상자 7~8명내외
학교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면접 기출문제를 이용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 졸업 후 국내.외 소외계층의 의료봉사활동가로 활동 하고 싶은 지원자 남아영입니다.

Q2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와주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을 좋아하여 지금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솔선
수범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요양병원을 다녔을 때의 경험 때문입니
다. 저는 2주에 한 번 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 중 저에게 유독 무
뚝뚝하셨던 할머니께서 저의 부축으로 다니기 편해 고마웠다며 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주셨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저를 친 손녀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는 남을 돕는 일을 단순히 저의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
저에게 고마워하는 이들을 위해 간호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기위해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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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 수험생 1 (의자O)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저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묵묵히 힘쓰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동적인 존재라고 인식하지만, 수술 이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준비하며, 수술을 총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곳인 만큼 꼼꼼하고 섬세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점을 지닌 저로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진학 이후, 해부학이나 멸균관련 내용들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 신중을 가할 것
이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인 ‘수술실’이라는 특수하고 독자적인 공간에서 여러 경험들을 쌓을 것입니다.
Q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배운 점이 있다면?
A 그 중 저는 세민에스 요양병원에서 2년간 매월 봉사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간호사’라는 꿈을 지닌 저로서는
유일하게 병원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속적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환
자들을 씻겨주었던 일이 기억에 남는데, 항상 목욕을 할 때마다 우시던 할머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한
거부감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 의기소침해 지기도 하였으나, 귀덮개를 씌워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 긴장을 풀어주니
점차 목욕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환자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배려해
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환자와의 접촉을 허용해주기란 쉽지 않은데, 병원에서 신뢰도를 줄 수 있었던 자신만의 방법은?(버벅거림)
A 우선 매월 봉사한 것이 가장 영향이 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봉사할 때 만큼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친구
들과 아닌 저 혼자 봉사를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떠들게 되고, 그렇다면 환자들에게나 의료진들의 업무에도 방
해가 될 것 같아 혼자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병원측에서 신뢰할 수 있었고 환자와 접촉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 그 요양병원 봉사활동은 학생이 지원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던 것인가?
A 네, 그렇습니다.
Q 간호와 의학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의학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인 반면, 간호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데에 있어 더 중요시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런거에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 합니다.
Q 학생 학교에서는 화학을 개설하지 않았나?
A 네,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Q (또 물어봤었음)
A 문과는 지구과학만 개설하고 생명과학이나 화학은 개설하지 않아 하지 못하였습니다.
1) 성적이 우수한데, 수학과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뭔가 대답이 이상함)
A 아무래도 과학은 이과 친구들이 더욱 신중을 가해 배우는 것이다보니 그에 비하면 저는 응용 능력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
고 생각합니다.
2) 과학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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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렇습니다.
3) 화학이랑 생명은 어떻게 공부할거냐?
A 간호학과 진학 이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동안 학원이나 이과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할 계획입
니다. 또한 시간이 남지 않아 읽지 못하였던 것을 읽으며 여태껏 배우지 못한 것들을 보충해 나갈 것입니다.
Q 법과정치에 ‘한국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책인가?
A 네, 그렇습니다.
1) 무슨 책인가?
A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전
달체계를 구축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반장, 부반장 했는데~? (반장, 부반장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 물어보는 뉘앙스)
A 1학년 때 반전체로 수련회에 가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댄스동아리 친구들이 춤을 짰지만, 친구들의 수준을 고
려하지 못하여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춤을 고민하고 만들어 친구들 한명한명
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비록 댄스동아리 친구들처럼 멋있는 무대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따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무
대이었기에 저 또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 다 돼가서 노크 3번>>
Q 마지막으로 할 말?
A 가천대학교는 고교시절 저에게 꿈과도 같은 대학교였습니다. 가천대는 길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한
다고 접하였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배려의 의미, 환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실습을 하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제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환자들을 대하며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할지 더욱 배우고 싶습니다. 제 꿈을 배움터가 ‘가천대학교’이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칠판에 이름 써진 순서대로 앉아있다가 전 사람 들어가면 나가서 복도 책상에 앉아서 기다려요. 전 사람 들어
간 지 8분 정도 되면 안에 노크해주고 나오면 직접 똑똑하고 문 열고 들어가요.
면접관분들 3명 모두 여자분이고, 책상은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랑 책상 거리랑 가깝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책상이고 왼쪽 쳐다보면 교수님들 노트북 보시면서 앉아계셔요.
(생각보다 면접관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꿈을 이루고 싶은 수험번호 00번입니다.
(가면 가번호 주셔요, 그 번호로 말하면 돼요. 이때 교수님들이 쳐다보시면서 웃어주셨어요.)
Q 네, 앉아주세요.
Q 많이 긴장되시나요?
A 네, 조금 많이 긴장됩니다.
Q 이제 면접 시작할 테니까 긴장 푸시고, 시작하겠습니다.
Q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그러한 배경과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세요
A 저는 대학병원 봉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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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병원 봉사 말고도 간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아, 저는 평소 의학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수술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대회 응급처치팀을 하면서 친구들을
치료해주는 걸 좋아하고~
Q 간호사의 꿈을 언제부터 꾸게 되었나요?
A 중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Q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나요?
A 저는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즐겨보았습니다.
Q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의사의 삶은 어땠던 것 같나요?
A 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병원에서 쫓겨나 시골 병원에서 일하여도 환자를 위해~
Q 소 눈 해부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죠?
A 제일 겉에 각막이 있고 그 안에 수정체, 홍채, 그리고 인간에게 없는 반사막 등이 있습니다.
Q 지원자는 봉사시간이 많은 편인데(대략 250시간), 봉사활동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A 저는 1학년 때, 재가센터나 종합병원 봉사를 하였고, 2학년 때는 주로 병원 봉사와 영어 교육 봉사를, 3학년 때는 (잠깐
망설임) 병원 봉사를 하였습니다.
Q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걸 배울 수 있었죠?
A 저는 배려심과 침착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배려심은 알겠는데, 침착함은 어떻게 배울 수 있었죠?
A (당황) 아, 저는 병원 봉사라 하면 단순히 침상 정리를 하거나 카트를 닦는 활동만 할 줄 알았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환자분들을 모시고 검사실을 다녀오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침대에 누워계신 환자분을 일으켜 휠체
어에 태우고 갔다 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Q 공부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과목이 있나요?
A 저는 수학이 조금 아쉽습니다.
Q 그럼 다른 과목은 다 괜찮나요?
A (고민하다가) 네!
Q 그럼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은 무슨 과목인가요?
A 저는 생명과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Q 과학제전 참가수기대회라는 게 있는데 어떤 활동이죠?
A (조금 버벅거림) 저희 지역에 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서 과학제전이라는 것을 열고 체험활동에 참가했던 내용의 느낀 점을
쓰는 대회였습니다.
Q ‘심리학의 작은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한 내용 같은데 본인은 이 책을 읽고 ~ (대충 왜 인상 깊었는지 물어보는 질문
같았음)
A 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4가지 이유’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감 능력
이 향상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버벅거림) 저는 이 부분
을 읽고 간호사가 되었을 때 ~ 신뢰를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Q 본인의 성격은 어떤가요?
A 저는 평소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배려심과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
Q 아 그럼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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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잘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똑똑 소리 들림)
Q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물어봤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하는 질문 있나요?
A 저는 ‘가천대학교’ 지원동기를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준비한 거 말함 ( 웃어주심 )
Q 네! 수고하셨어요. 나가보셔도 됩니다.
A 감사합니다!
(순서 뒤죽박죽일 수도 있음)

기타 유의사항
맨 마지막 날 오전반 맨 마지막 번호라서 교수님들 되게 지쳐 보이셨고, 점심시간이라 빨리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미소 지으면서 면접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다 보면 긴장해서
시 맨 마지막 차례 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간식거리랑 따뜻한 물 같은 거 챙겨가는 거 추천!
그리고 면접 뒷 타임에 걸리니까 이론적인 거 묻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른 면접 후기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간호학과는 절반 정도가 정장 입고 왔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는 걸 추천하고, 머리망까지 하고

전

형

끝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어요.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는데, 혹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론적인 거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10분이내의 3대 1 면접(교수님3분/여성)
생기부, 자소서 기반 + 전공적합성, 인성 및 기초학업능력 면접
모든 소지품 입실불가(복도에 두고 면접에 참여)
블라인드면접 - 교복착용, 개인정보 발설 금지
2분정도 남았을 때, 밖에서 노크

질문 및 답변
아침 일찍 오느라 힘들었겠다며 간단한 인사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질문
A 별명과 장래희망을 이용한 자기소개와 생기부와 부합하는 지원동기로 답변
(자기소개를 할 때 앞으로 노인 전문 간호사가 되고싶다는 이야기를 함)

→ 노인전문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김리연 간호사분께서 쓴 책인 ‘나는 꿈꾸는 간호사입니다’를 읽고, 전문간호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고 호기심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 노인 전문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다고 답변
Q2

수상실적 중 학교폭력 예방 유공부분 등의 표창장이 많은데 본인이 왜 이런 상을 많이 받은 것 같나요?
A 학생회로 활동하며 선도활동과 순찰활동을 책임감있는 자세로 항상 임하면서 교내 학생들의 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
하고 안전사각지대에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함.

→ 그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좋지 않은 상황을 목격해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A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다(설명)
→ 이런 활동은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한 활동인가요 아니면 학생회로써 해야 하는 역할이라서 한 것인가요?
A 물론 학생회로써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였지만 이 활동을 그저 한 시간 넘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부원들을 이끌어 나감

울산광역시교육청

- 24 -

∙ 가천대 ∙

→ 과학심화실험수업을 이수하면서 삼투압 실험에 참여했다고 생기부에 적혀있는데 삼투압 현상과 이 현상을 제외한 몸에서의
물질이동을 한 가지 설명 해 줄 수 있나요?
A 삼투압현상 설명(팽윤, 원형질분리) + 폐포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이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
Q3

의사와 간호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의사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지만, 그 환자 한명 한명을 신경쓰고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 다른 배려를 하는 것은 간호사
이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한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그 치료가 천차만별이다. ---

→ 미적분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아마 수학콘서트 내용을 생기부에서 보고 질문한 것 같다)
A 순간변화율과 평균변화율을 이용해서 속도위반을 잡는 법을 설명
질문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께요.
Q4

마지막으로 간호사에 대해서 하고싶은 이야기나 준비한 이야기 해주세요.
A 보건계절학기 이야기와 주사놓는법을 배우며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함

기타 유의사항
보통 면접을 볼 때 의자만 있는데, 가천대학교는 책상까지 준비해두어서 편했음.
면접 분위기가 무겁지 않고 조금 말을 더듬어도 웃으면서 기다려주심.
세 분 모두에게 번갈아가면서 시선을 둘 필요가 없어서 편함.(세 분 모두 노트북을 보고 계셔서 질문을 한 교수님에게만 시선
을 두면 됨) 자소서에 관한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음

전

형

가천바람개비2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3대1 면접,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꿈을 이루고싶은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있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중 사람의 생명에 관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1학년때 부모님의 권유로 연구원을 꿈꿨
습니다. 그러나 의료봉사동아리 활동과 대학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간
호사가 이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간호사도 연구원할 수 있는데 무슨 연구분야 희망했어요?
A 저는 신약개발 분야 희망했었습니다.
Q2

과학탐구과목 어떤 걸 배웠나요?
A 2학년때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3학년때는 지구과학과 화학을 배웠습니다.

+ 간호학과에 희망을 하는데 왜 생명을 안하고 지구과학을 했죠?
A 성적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지구과학을 선택하였고, 혼자 추가적으로 생명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Q3

창의력 대회는 무슨 대회인가요?
A 창의력 대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고 정해져있는 답이 없어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해 답을 써내는 대회였습니다.

Q4

학술제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학술제 대회에서 뭐하셨나요?
A 저는 4인 팀으로 참가했습니다. 상호대립 억제작용물질을 이용해 친환경 제초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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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2학년때 영화를 보고 약물이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였을까요?
A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코올은 신경계에 수면, 마취, 기억이 잠깐 끊기는 현상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오줌량이 증가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Q6

다른 대학교도 다 간호학과 쓰셨나요?
A 네

+ 다른 대학교 붙으면 가천대학교 올건가요?
A 네. 저는 가천대학교가 1순위입니다.
Q7

낙태에 대해 발표한적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 저는 처음에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였습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뉴스와 인터뷰를 접하면서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
하지만 아이를 품고있는 산모의 생명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허용되는 낙태의 범위를 넓혀주어야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Q8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으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A 제가 한 일들은 쓰레기통 비우기, 쓰레기통 닦기, 병동 침대닦기, 분리수거하기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Q9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A 저는 수학에 가장 자신있습니다,

+ 수학에서도 무슨 분야에 자신이 있나요?
A 미적분2입니다.
Q10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가천대학교에서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며 가천대학교 총장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망설일 때 맨 먼저 남극의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3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 봉사시간이 많은데 봉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A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내부는 모서리가
각지지 않고, 문턱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내부를 설계하고 싶다고 생각하였
습니다.
Q 책 이외에 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는가?
A
Q 무슨 책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Q 루이스 칸이 설계한 건축물 중 인상 깊은 건축물은?
A 킴벨 미술관입니다. 왜냐하면 특성 사 그림에 직사광선이 닿으면 안되는 한계를 지녔지만 루이스 칸은 건물 상층부를 통
해 자연광을 쏟아 내리게 하여 한계를 극복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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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고 있는 건축 관련 기업은?
A 현대 건설, 포스코 건설, 롯데 건설 등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가천대학교라면 여러 나라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 산동이공대학에 교환
학생을 신청하여 건축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 일반면접: 면접관 3명이 한 명씩 차례대로 학생부 내용 중심으로 질문

질문 및 답변
[학생부 일반면접]
- 인사말
Q 학교에 몇 시쯤 도착했나요?
A 2시쯤 도착했습니다.
Q 학교 한 번 둘러봤어요?
A 네~ 학교 가운데 있는 유리관이 멋있었습니다.
- 면접질문:
Q1

학과 지원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Q2

건축가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3

생기부에 동아리활동과 독서활동이 별로 없네요. 소통해 본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Q4

건축사무소에 방문해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방문하게 되었나요? 누구랑 같이 갔나요? 아님 혼자 갔나요?
A 혼자 갔었다고 대답하자.

+ 혼자 ‘똑.똑.똑’하고 방문하니까 들여 보내주던가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왔나요? 또 다른 건 안배웠나요?
Q5

대학공개강좌 코스를 들었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겠어요?

+ 대학공개강좌는 영어로 되어 있나요? 한글로 되어 있나요?
A 영어로 되어 있다고 대답
+ 영어로 되어 있는 강좌를 어떻게 들었나요?
Q6

건축가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죠?

기타 유의사항
학생부 일반 면접이라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으나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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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3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면접 보러온 느낌이 어때요?
A 면접을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떨립니다.

Q2

조금 떨려요
A 아닙니다 많이 떨립니다.

Q3

눈이 조금 빨간데 어제 늦게 잤어요?
A 12시에 잤는데 ktx 타야되서 일찍나와서 그런거 같습니다.

Q4

그러면 피곤하니까 빨리 면접보고 쉬어야겠네요.
A 아닙니다.

(1~4 여자면접관)
Q5

경영학과에 와서 뭘 배우고 싶습니까?
A 마케팅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Q6

졸업하고 취직과 창업 중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A 취직을 하고싶 습니다.

Q7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A 저는 화장품이나 과자류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화장품 종류나 과자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8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까?
A 저는 아기 엄마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

Q9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면 아이와 부모 중 누구를 공략해야 할까요?
A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사고싶은 제품이 있겠지만 부모님은 아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
기 때문에 이 상품에 안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거나 기업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님이 웃으시면서 오 정답이에요 라고 하셨음

Q10 (자소서 질문) 마케팅은 ~~~라고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냐?
A 책에서 읽은 마케팅 법 얘기함. 근데 1가지 말 못함.
Q11 (1학년때 생기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생각?을 왜 가지게 되었냐?
A 맨처음에 잘못 알아들어서 부반장때 ~~공략을 했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다 등등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
게 된 이유가 뭐냐고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일도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 일이고 내가 먼저해서 다른 친구들도 다같이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했다고 함.

기타 유의사항
안그래도 첫면접인데 들어가서 여자 면접관님이 면접보러 온 느낌 물어보길래 긴장 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자꾸 시비걸듯이
말하셔서 너무 당황하고 아무생각이 안나서 그 뒤로 계속 말 더듬고 말 못함ㅠ 여자면접관님 조심하세요. 7번부터 9번까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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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적 없는데 없다고 하면 안될거 같아서 즉석에서 다 지어냄 저는 대학생 때 미래만 세워놨는데 졸업후를 말씀하셔서 당황함
미리 생각해두세요.

전

형

바람개비전형1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3대1로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보기 전 대기실에 앉아있음.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1

왜 가천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가요?

Q2

왜 뷰티마케터가 되고 싶나요?

Q3

뷰티마케터가 꿈이신데 화장품 회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마케팅 전략이 있나요?

Q4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을 말해보세요.

Q5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Q6

경영학과 중 여러 분야 예를 들어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이죠? 답은 없으니깐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Q7

진로와 관련된 독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가 있나요?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 분들이 컨셉을 잡으시기 때문에 내 애기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평가하고 있으니 기죽지 말고 자신의 얘
기 다 하고 올 것. 그리고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으면 솔직하게 ‘죄송한데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
까’라고 대답할 것. 질문의 답변을 하고 난 후 면접관분들이 더 얘기할 수 있으니 3초간 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더 대답해야하는
건 줄 알고 대답하지 말고 기다리기.

전

형

사회기여자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자리차례가 오면 면접하러 가면 됨. 면접관 3명과 학생 1명으로 면접이 진행되며 시간
은 10분정도임.

질문 및 답변
(1번 교수님)
Q 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을 풀어주시는 질문)
Q 자소서에 축구 부스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원리가 어떻게 되죠?
Q 돈을 모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모았죠?
Q 생기부에 멘토멘티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과목을 멘토멘티활동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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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2번 교수님)
Q 전문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Q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Q 창업주가 무엇인지 아나요?
Q 전문경영인과 창업주의 차이가 뭐죠?
Q 존경한다고 했던 인물은 창업주인 것 같나요, 전문경영인 인 것 같나요?
Q 저희 과에 온다면 전문경영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나요?
(3번 교수님)
Q 전문경영인으로서 해보고 싶은 경영분야가 있다면?
Q 우리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1번 교수님)
Q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을 들어볼게요.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자기 진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니 자기 진로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가야
함. 꼬리질문이 많이 나오니 당황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보임.

전

형

사회기여자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시간: 약 10분 내외, 면접관 3인

질문 및 답변
Q1

우리 학교 왜 지원했는지 말해 볼래요?

Q2

만약에 우리 학교에 온다면 어떤 학업계획이나 진로계획?

Q3

무엇이 되고 싶은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함)

Q4

사회적 경제가 뭔가? 그냥 사회적 ~한게 사회적 경제 아닌가?(정확히 기억안남)

Q5

학생이 말하는 거 쭉 들어보면 경제말고 정책 쪽이나 사회나, 다른 분야로 지원해도 될텐데 왜 경제학과에 지원했나요?

Q6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곳인데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나? 꼭 지어야 하는 건가?

Q7

사회적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 같은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Q8

기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Q9

학생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주주들이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왜 사회적 책임까지
지어야 하냐, 그러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설득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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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본인이 면접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Q11 혹시, 경제 관련 영화본거 있으면 말해 볼래요?
Q12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 못한 거나 준비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경찰안보학과

면 접 방 법

3대1 생기부·자소서 중심 면접

질문 및 답변
처음엔 입학사정관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쉬운 질문을 한다. 그 후 준비 되었냐고 물어본 뒤 첫 번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계속 꼬리물기해서 15분 동안 진행된다.
꼬리 물기 식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황하기 쉬운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준비한 질문
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다. 교수님들도 면접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서 면접에서 합불을 가릴 수 있을만한 굉장히 날카롭고 복잡
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매우 공격적이시다. 지원 학과에 관련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
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예상 질문을 준비해 암기하는 방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모
의면접을 통해 자신이 준비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 능력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글로벌경영학과

면 접 방 법

8시 입실, 12명 대기, 8시 30분 시작
10분 내외
이름, 학교 언급 안됨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학과에 오기 위해 노력한 점

Q2

기업과 경영 거점 활동 (활동 내용, 피드백 받는 것)

Q3

수학 세부특기사항

Q4

진로 발표한 것 - T.O.P마케팅이 무엇인지, 코즈마케팅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는 이유와 효과.

Q5

마지막으로 할 말

Q6

독서 주제 발표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글로벌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10분), 학생1, 면접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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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몇 가지 긴장을 풀어주는 말을 하고나서 면접시작
Q 지원 동기
A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어서 ~
Q 글로벌경영학과에 오기 위해서 한 노력
A 1, 2학년때 영어를 잘못해서 3학년 때 성적향상을 하기 위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함.
Q 경영학과에 오기 위해선 수학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함, 수학을 배우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
A (수학이 약점이라 대충 얼버무림)
Q 마케터가 하는 일
A ‘마케터의 일’라는 책을 통해서 마케터는 ~하는 일을 해야 하며 ~하는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Q 마지막으로 할 말
A 훗날 스포츠 마케터가 되어 더욱 발전된 스포츠 문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기타 유의사항
타임이 8시 11시 1시 반 4시? 이렇게 나뉘어져 각 타임 마다 12명 정도 들어감
순서는 수험번호와는 상관없이 랜덤 순인 것 같음.
대기하면서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기 시간에 볼 것을 프린트 해오는 것을 추천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글로벌경영과

면 접 방 법

1. 면접날 전에 학과마다 수시면접고사 안내문을 문자로 보내준다. 학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층으로 이동하면
된다. 안내문에 면접 시작 시간의 1시간 전 학생 대기실로 입실하라고 한다.
2. 학과 층에 도착하면 학생 대기실 앞에 조교가 신분증으로 학생확인을 하고 대기실로 들어간다.
3.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면 학생 대기실로 진행요원이 들어와 면접 가번호를 가져다 준다.
(긴 번호인데 끝의 두 번호로 학생을 호명함. 거의 면접 보기 3명 전에 나눠줌. 블라인드 면접이기에.)
4. 학생을 호명하여 면접대기실로 이동한다. (면접 대기실은 따로 있지않고, 면접 고사장 바로 앞의 의자에 앉아
서 전의 학생이 면접을 마치기를 기다림.)
5. 전의 학생이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 진행요원이 들어가서 교수님께 여쭤본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면접고사
장으로 들어간다.
6. 들어가면 은근 좁은 공간에 3명의 교수님들이 나란히 앉아 계시고 의자 한 개가 놓여있다.
7. 인사드린 후에 면접을 보면 된다.

질문 및 답변
1. 지원동기
Q1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A 글로벌한 마인드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경영인재 양성이 목적인 이 학과의 특성과 세계적인 요식업 ceo가 되고 싶은
제가 딱 들어 맞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2. 글로벌 경영학과에 대해서 아는 것들
Q1

저희 학과에 대해서 아는 것들 있으면 말해보세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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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글로벌 시대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Q2

끝이에요? 더 없어요?
A 수업의 70%는 영어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Q3

영어 잘해요? 영어로 수업하는데 괜찮겠어요?
A 잘하진 않지만 노력하게 되면 수업 듣는데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경영학과에 나온 요식업 ceo와 나오지 않은 요식업 ceo의 차이
Q1

경영학과에 나온 요식업 ceo와 나오지 않은 요식업 ceo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그냥 돈을 버는 것에 급급한 요식업 ceo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 이라 경영학과에 나오지
않은 ceo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회사를 경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청소년 주간 모범상
Q1

학교에서 모범상은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A 교실에서 청소를 열심히 한거 같습니다..(면접관 3분 모두 빵 터지심)

5. 마지막으로 할 말
Q1

준비했던 질문을 많이 안 나와서 속상하고 그럴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Q2

제게 가천대학교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발자취가 훗날 가천대학교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으로 학생증이나 민증이 없을 경우에는 여권이나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 된 것으로 대체가능.

전

형

가천바람개비2

지 원 학 과

바이오나노학과

면 접 방 법

학생1 면접관 3의 1:3 면접 (10분간)
남은 학생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림 8분정도 되면 밖에서 노크를 해주는 것 같았음
좋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음

질문 및 답변
들어가자마자
나는 2시간 넘게 기다려서 기다리냐 힘드냐고 물어봐주고 바로 질문 시작했음
Q1

바이오나노기술이랑 기억을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Q2

그럼 바이오나노기술의 정확히 어떤 기술과 연결시킬 것인가?

Q3

실현방안성은?

Q4

면접관인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일찍 더 많이 이 분야에 대해 공부 했는데 아직까지 뇌와 연결된 나노기술이 없는 것을 보
면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Q5

뇌의 미세혈관을 나노로봇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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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dna 산성입니까? rna 산성입니까? 그럼 단백질도 산성입니까?

Q7

dna 왜 산성입니까 rna왜 산성입니까 단백질 왜 산성입니까?

Q8

dna, rna, 단백질은 왜 산성이어야만 할까요? 처음부터 중성 염기성이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의의)

Q9

전자쌍 반발이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이건 제대로 답 못함

Q10 dna전기영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방사선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으로, 교복과 같은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옷은 금지임.
메디컬캠퍼스에서 학습이 예정된 학과여도 면접은 글로벌 캠퍼스에서 봤음.
대기실에서 칠판에 적힌 이름표대로 앉아 순서를 기다리다 면접실로 들어감.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 3명이고 학생은 1명씩 들어감.

질문 및 답변
Q 타학교가 아닌 가천대학교의 방사선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방사선사에 대한 꿈을 확실히 하여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천대학
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학과 분위기와 선후배 사이의 관계, 취업률 등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가천대가 가장 탑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천대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연구 프로젝트 수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 연구 프로젝트 수주에 가장 관심이
갔었는데요, 저는 연구하는 과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프로젝트 동아리를 조직하여 제가 관심있는 분
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저의 관심분야를 넓힐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기쁨
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가천대학교에서 하고 싶어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혹시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님 중 성함을 아는 분이 있나요?
A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성함은 기억나지 않으나 보건과학대학장님이 방사선학과의 교수님이라는 것을 확인
하고 굉장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프로젝트 심화 동아리에서 분자분광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던데 그 속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A 네. 3학년 때에는 MRI의 기본원리인 분자분광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량분석 실험 또한 진행하
며, 미지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몰 농도를 측정하여 미지 용액을 만든 후 그것을 분광광도계에 넣어 나타나는
파장값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량선의 개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석이론대로라면 검량선은 완벽
한 일차함수의 꼴을 나타내야 했지만 저희는 기계만큼은 농도를 잘 맞춰내지 못했기 때문에 검량선의 오차가 발생하였습
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실험에 대해 굉장히 만족했고 무엇보다도 색다른 실험을 자체적으로 생각해내어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의의를 뒀습니다.
Q 1학년 때에 꿈이 승무원이던데 혹시 진로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딱히 없다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공간에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내의 서비스인이자 의료인인 승무원을
진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었었고 2학년이 되어서는 보건 거점 수업을 수강하며 구체적인
꿈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로로 보건의료분야를 희망하게 되었고 2학년 말에 방사선사라는 진로를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질병을 알아내고 치료하여 줄 수 있는 이 직업에 흥미가 있습니다.
Q 그럼 CT와 PET CT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CT, MRI, 초음파 촬영 등은 우리 몸의 해부학적 이상을 찾아 질환을 진단하지만, PET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이상을
찾아내어 진단하는 점에 차이가 있고 전신을 한꺼번에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PE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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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이용되는 포도당과 유사한 물질을 주사해 전신의 대사상태의 미세한 변화를 영상 촬영하는 방법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ET CT는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과 반감기가
짧아 반복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MRI의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사람을 강력한 자장 속에 눕힌 후 수소원자핵만을 여기시키는 고주파를 순간적으로 발사하면 잠시 후 여기되었던 수소원
자핵이 이완되면서 흡수했던 고주파신호를 다시 방출하는데 이 신호를 컴퓨터가 계산해 영상을 얻습니다.
Q 이 학과에 오기위해 읽은 책이 있나요?
A 저는 ‘한권으로 끝내는 방사선 취급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 중 뒤편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부분이 가
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유용한 동위원소를 택하여 이루어지는 의료기기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방사선학
과에 관심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Q 방사선학과에 오기위해 노력한 점이 있나요?
A 먼저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2학년 때에 거점 보건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원자력 병원 견학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방사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접해보고 간략한 소개를 들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MRI의 원리 중 하나인 NMR분광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프로젝트 심화 동아리를 시행하였는데요. NMR분광법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운 학
문인 분자분광학을 주제로 하여 정량 분석법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심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MRI라
는 의료기기의 원리에 한층 더 알아갈 수 있어 기뻤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천대학교는 타학교들과는 달리 각 학과에 대한 전문지식 질문이 많으니 미리 준비해가야 함.
말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어떤 말이라도 하고 오는 것이 좋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음.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생명과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 : 지원자 1,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이기적유전자 내용요약
Q1

사피엔스는 무슨내용인가?

Q2

GMO를 찬성한 이유는?

Q3

GMO는 무엇의 약자인가?

Q4

본인이 한 과학실험의 예시 한가지

Q5

왜 생명과학과에 왔는가?

Q6

본인의 진로를 위해 가천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의외로 자소서를 위주로 물어봤고 책 내용 숙지와 간단히 요약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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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운동재활복지학과

면 접 방 법

∙ 대기실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앉아서 대기
∙ 그 후에 앞사람 면접할 시 문앞에서 면접 대기
∙ 면접할 때 밖에서 노크하면 마무리 할 단계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랑 자기 어필 해 보세요?
Q 봉사가 많은데 꾸준히 한 봉사 중에 한 가지 말해보세요?
Q 체육학과랑 운동재활복지학과의 차이점?
Q 운동재활트레이너나 재활치료사 사람들의 중요한 자질?
Q 세특에 우리나라 서열문화를 꼰대문화라고 지적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서열문화에 대한 견해?
Q 마지막 하고픈 말 짧게?

전

형

가천바람개비2

지 원 학 과

자유전공학부

면 접 방 법

1:3 면접(면접관 3명)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자유전공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과목을 이과가 아니어도 수강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에 대
비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했기에 지원함.
Q 봉사활동시간이 적은 이유?
A 그점에 대한 이유는 딱히 없음. 학창시절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바로 봉사활동이 적은 것임. 대학입학 후 반드시 고치고 싶음.
Q 리더로서 한 활동?
A 카프라 구조물 쌓기 대회에 조장으로 출전함. 행복한 학교생활을 주제로 구조물을 쌓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를 전체적
으로 이끌었음. 또한 조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
Q 입학하면 가장 하고 싶은 공부는?
A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싶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
기도 함. 평소 못하던 컴퓨터 공부를 이 기회에 하고 싶음.

전

형

가천바람개비2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시간 : 10분 / 2. 3대1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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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가천대학교에 와서 느낀 점은?
A 너무 넓어 길을 헤맬 정도였습니다.

Q2

지원하게 된 동기?
A 저는 제가 동경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분
야에 대해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동경해왔습니다. 저는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진학하여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와 협력관계인 것도 알고 있어 제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잡아 줄 수 있
을거라 생각합니다.

Q3

물리학자가 3학년 진로희망인데 왜 전기과에?
A 물리학과와 전기공학과가 자연계열과 이공계열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열은 학문을 철학적인 방향으로,
이공계열은 탐구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4

(기억나는대로 적겠습니다. 이때 중간 교수님이 엄청 공격적이었어요 ㅠㅠ)

Q5

마지막으로 포부 말해주세여
A 저는 대학 생활을 타지생활을 통해 활발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천대 면접은 3대1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알고가도 장난 없다. 밤에 잘 자고 가도록 하자. 아마 배치는 내년에도 같을 건데, 맨
왼쪽 분은 웃으면서 간단한 질문만 하신다. 가운데 분은 기가 센 분일 확률이 매우 높고 질문이 거침없다. 맨 오른쪽 분은 긴장
풀어주고 자세 지켜보시는 역할 같다. 그리고 점심 꼭 먹어라. 나는 2시~4시탐이라 금방 끝날줄 알았는데 3시 30분에 면접볼지
는 꿈에도 몰랐다.

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가번호 받고 가번호순으로 면접진행. 면접시간은 10분내외

질문 및 답변
안녕하세요. 가번호 4번입니다 (면접관 3분을 편의상 1, 2, 3이라함)
Q1

네 앞에 자리에 앉아주세요
A 네

Q1

점심 먹었어요??
A 아 아뇨 아침만 먹었습니다.

Q1

아 그럼 빨리 끝나고 점심 먹어야겠네요~
A 네

Q1

자 긴장푸시고 큰 숨 한번 들이마시면서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요. 시작할까요??
A (숨쉬고) 넵

Q1

그럼 가천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들어봅시다.
A 책을 읽고 ~ 센서에 관심이 생겨~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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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센서에 대해서 알아본 거 있어요?
A 네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

Q1

센서라 했는데 알아본 센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있나요?
A 예 저는 기억에 남는 센서 중에 초음파센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두이노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어보면서 사용했던
것이 초음파센서 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Q2

(기습질문) 센서가 뭔지 알아요??
A 네 센서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깐 버벅댔음)

Q2

음? 정보를 어떻게 보내주지? 그러면 지원자에게 센서가 몇 가지가 있나요??
A 저에게 센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입니다.

Q2

피부요?? 음.. 방송반 하면서 어떤 역할 했어요??
A 네 저는 통신장비나 마이크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마이크가 연결되지 않아서 지직거리는 일이 생
기는데..

Q2

접촉현상??
A 네네 그런 일들을 고치는 일과 행사준비를 맡았습니다.

Q2

통신은 아니야~
A 네

Q2

혹시 아나운서 해 본적 있어요??
A 아뇨 없습니다.

Q2

아 했으면 아나운서 시켜 볼려 했지.
A 하하..

Q1

고등학교에서 물리배웠을 때 기억에 남는거 있어요?
A 네 저는 전자기유도 현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생활의 예시를 봐가면서 (공부)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Q2

전자기유도 오호 어려운데..
A 네. 전자기유도현상은 자석을 갖다대면~~~ 예시로는 가천대학교에 오면서도 봤던 것 중에 하나인 과속탐지카메라에 원리
가 사용됩니다. 1차코일~ 2차코일~~

Q2

(말끊고 웃으면서) 으흠~ 지원자는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A 아.. 아뇨 없습니다.

Q2

뉴턴의 제2법칙 알아요??
A 가속도법칙 힘을 받으면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 공을 던지면 ~~ 운동한다.

Q2

그러면 건물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1초 후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요?
A 몰라서 대답 못했음.

Q2

이차곡선에서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나요??
A 이차곡선에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원이 있습니다.(성질 물어봤는데 종류 답했음)

Q2

그러면 포물선에서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나요?
A 포물선은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집합입니다.
여기서 포물선위의 점이 초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같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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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미적분에서 어떤 거 배웠어요??
A 네 저는 삼각함수와 적분들을 배웠습니다.

Q2

삼각함수가 뭐에요??
A 삼각함수는 각도를 삼각비로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
라고하고 원위의 한점을 x, y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r이면 sin세타는~~~~

Q2

sinx는 뭐에요??
A (위 설명에서 sin세타설명을 또 말함 이해못했음.)
Sinx는 세타가 x인 것입니다

Q2

아니아니 x의 값이 항상 변하나?? 그대로 있나?
(이때 말뜻을 이해를 잘못함 계속 방황)
A 네?? 아 음...

Q2

아니 x축의 값이 항상 그대로있나??
A (진짜 이해못해서 몰랐음 ㅜ)
아뇨 변합니다

Q2

그러면 sinx 에서 x값이 어떻게되는가 ~~~~
A (진짜 아무생각도안나고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Q2

아 원에서 설명잘 해놓고 연결을 못짓네~
A 아..

Q2

잘 설명하는거 같 길래 어려운 질문 해봤어요~

(똑똑똑)
Q1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네 짧은 시간동안 이상한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해서

Q2

질문이 이상했어요??
A 아.. 아니요 제가 이상하게 답했습니다!!

Q2

질문이 이상했나.??
A 아뇨 아뇨 제가 제대로 답을 못해서 가천대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가천대학교에 진학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1

네 수고했어요~ 잘가요
A 네~

기타 유의사항
* 면접후기 기록하면서 면접질문 순서가 헷갈려 어색할 수도 있음.
자소서질문 하나도 없었고 생기부도 이차곡선성질하고 방송부 밖에 없던 것에서 교과질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함.
개념설명하려면 정확하게 공부하길 권장함.
그렇게 압박면접은 아니었고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았음 10분 내외로 면접 진행됬고 1명 면접 보면 그 앞 책상에서 다
음사람 대기하고 있음.
다들 호응 잘해주시고 잘 웃어주셨음.
오후면접이라 면접은 1시20분부터 입실이었고 공지는 1시반까지 입실해라했는데 1~2분늦어도 그냥 넘어갔음. 그래도 지각은
하지 말 것.
휴대폰 그 외에 전자기기는 꺼서 가방에 넣고 들고 온 종이자료는 봐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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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가천바람개비1

지 원 학 과

치위생학과

면 접 방 법

1:3 면접
생기부, 자소서 기반에 진로 관련 질문 나옴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자기소개 안 물어보고 이름, 학교, 지역 아무것도 말하면 안됨. 그리고 영어나 다른 외국
어도 안 된다고 설명하심.
10분 동안 하고 10분쯤 됐을 때 밖에서 똑똑하면 마지막할말 하라고 해서 말하고 나오면 됨.

질문 및 답변
Q 오는데 힘들었죠
A 괜찮았습니다
Q 얼마나 걸렸어요?
A 기차타고 3시간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Q 가천대 처음왔어요?
A 네
Q 와보니까 어때요?
A 생각보다 크고 웅장해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긴장풀렸죠? 이제 시작할게요. 치과위생사를 언제부터 꿈꿨나요?
A 2학년때 의료보건계통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치과위생사 선생님께 진로멘토링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직업만
족도도 높은 직업이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치과위생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A 스케일링, 의사선생님보조, 차트작성및 관리, 장비 소독및 관리 불소하는 것, 실란트 임시충전
Q 그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거
A 아까 말 못했던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Q 구강보건교육에서 무엇을 교육하나요?
A 양치질교육이랑 치실, 치간 칫솔 사용과 주기적인 치과방문,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주로 교육합니다
Q 그것이 환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A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되고, 구강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
니다.
Q 학생은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나요?
A 저는 공감능력과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공감능력과 관찰력이 뛰어나면 환자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어
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 관찰력을 사용한 예시
A 평소 친구들에게 고민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그때 친구들의 고민들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등을 빨
리 찾아내고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Q 또래상담을 배운 적 있는지
A 중학교 때 또래상담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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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생활하면서 기뻤던거 행복했던거
A 저는 제가 열심히 한 일에 인정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밤새서 열심히 ppt도 만들고 발표준비도 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Q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던 적이 있나요?
A 네. 3학년때 화학발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문제 하나를 답하지 못해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어서
아쉬웠습니다.
Q 그때 친구들은?
A 혼자 하는 발표였어서 친구들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Q 리더하면서 어려운점
A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수의 의견만 듣기에는 소수의 친구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고, 적절하
게 섞으면서 통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봉사활동 중에 치과위생사에 도움이 된일
A 3년동안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봉사와 지식나눔봉사를 했었는데, 저는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기 때
문에 그 봉사는 저에게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많이 친해지면서 편
견도 사라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식나눔봉사는 가르쳐주는 방법도 많이 배우면서 저의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향상
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 구강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응급처치 교육을 cpr만 했나요?
A cpr뿐만 아니라 상처처치, 골절처치도 배웠습니다.
Q 응급처치 중에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것
A 지혈하는 것이 치료 중에 피가 났을 때 지혈하는 것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A 준비한 거 함.

기타 유의사항
반응 잘해주셔서 좋았음. 거의 자소서에서 많이 물어본 것 같음.

전

형

학석사통합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일반면접 - 면접시간 10분 내외(면접관 3명, 지원자 1명)

질문 및 답변
Q1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컴퓨터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가
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2

소프트웨어공학과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셨나요?
A 솔직히 두 학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컴퓨터공학과의 교육목표가 저와 더 적합하다는 생각과 함께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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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공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요?
A 저는 ‘누가 내 소프트웨어를 훔쳐갔지?’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Q4

자기가 최근 뉴스에서 보거나 알게된 것중 가장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기술은 무엇인가요?
A 제가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동시에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감정에 대해서 입니다. ~~

Q5

머신 러닝, 그리고 딥 러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먼저 머신 러닝은 AI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그리고 딥 러닝이란 앞에서 말한 머신
러닝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인데,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쉽게 말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입니다. ~~

Q6

학사가 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6-1. 그렇다면 연구하고 싶은 것은?
Q7

외부 개인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이 많이 없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었나요?
A ~~ 우선 제가 일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와 선행을 먼저 실천하며, 봉사하는 자세를 먼저 키우자는 마
음을 가지고 교내 봉사활동 등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

Q8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래머는 전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에 속하게 됩니다. 소프트
웨어 개발자는 프로그래머 중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입니다.

Q9

C언어와 C++, 그리고 C#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A 우선 C언어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던 시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언어로 메모리가 작고 리소스가 적은 기계를 작동
할 때 쓰입니다. ~~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

형

학생부종합 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한국어문학과

면 접 방 법

1) 시험장 분위기 :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다들 준비한 자료만 보고 대화 일절 없음.
2) 시험 진행 방식 : 대기실에 들어오면 칠판에 적힌 자리에 앉아 차례 될 때까지 기다림. 순서가 되면 한 명
씩 차례로 나가 면접실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대기.

질문 및 답변
(긴장 풀어주는 질문)
Q 우리 학교 전에도 와본 적 있나요? 처음 와봤으면 어떤 것 같아요?
A 건물이 굉장히 크고 특히 인문관 건물이 너무 멋져서 놀랐습니다!
Q 바람개비 동산 있는 곳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말해볼래요?
Q 자기소개에서 지적 호기심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공부 관련 외에도 호기심을 가져서 그걸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Q 교지편집부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Q 교과 심화 보고서를 썼다고 되어있는데 주제를 19세기 전기 음운변동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Q 국어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공부 방법으로 성적을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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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국보훈 서포터즈 활동이 무슨 활동인지?
Q 생기부에 국어와 영어의 유사성을 통해 영어 단어를 암기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영어 단어를 연상
암기법을 통해 외웠다고 했는데 그 예를 한 가지 들 수 있는지? 1분 남았다는 노크 소리)
Q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할 말?

기타 유의사항
꼬리 질문이 상당히 많고 생기부 관련 질문이 엄청 자세.. 특히 자기소개 준비할 때 교수님들의 꼬리 질문을 예상하면서 준비
해가기! 생기부에 있는 활동은 무조건 기억해가기!

전

형

가천바람개비2

지 원 학 과

행정학과

면 접 방 법

1. 대기하며 본인확인 및 가번호 받기
2. 면접실 밖에서 대기
3. 약 8분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저녁 먹었어요? (저녁시간 면접)

Q2

가천대 와본 적 있어요? 어때요?

Q3

지원동기
A 미래에 입사하려는 곳은 국제기구에요, 비정부기구에요?

∙ 국제공무원이 되는 방법?
Q4

꿈이 국제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국제공무원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

Q5

내 꿈에 가장 영향을 준 책

Q6

국제공무원이 되려면 영어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학업계획은?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소지품 개인 관리(전자기기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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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
전

형

실기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체육교육과

면 접 방 법

제자리멀리뛰기, 10m 왕복달리기, 농구 골밑슛, 배구 월패스를 시험함.
1. 제자리멀리뛰기
학교 체육관에 있는 것과 유사한 흑판에서 제자리멀리뛰기를 측정하며, 남자는 280cm, 여자는 230cm 이
상이 만점이다. 5cm당 5점씩 감점된다. 뛴 후 발이 뒤로 가면 뒤에 찍힌 곳이 기록으로 반영되고, 넘어지면
파울로 간주되며 두 번 파울이 나오면 실격 처리된다.
2. 10m왕복달리기
10m 간격으로 배치된 두 개의 버튼을 2바퀴 왕복한다. 남자는 8.2초, 여자는 9.2초 안으로 들어오면 만점
이다. 0.3초당 5점씩 감점된다.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넘어지면 재측정 기회를 부여하고 재차 파울이 나게 되
면 실격 처리된다.
3. 농구 골밑슛
농구 골대 밑에서 원바운드 후 뱅크슛의 반복 동작을 시험한다. 남자는 17개, 여자는 14개 이상 하면 만점
이다. 1개 당 5점씩 감점된다.
4. 배구 월패스
언더토스와 오버토스를 번갈아서 벽에 지정된 위치에 토스하는 시험이다. 남자는 29개, 여자는 22개가 만점
이다. 2개 당 5점씩 감점된다. 지정된 위치에 토스되지 않거나 발이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면 개수를 세지 않
는다.

기타 유의사항
제자리멀리뛰기는 흑판 위에서 탄산마그네슘 가루를 바르는 것이 생각보다 실기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준다. 탄산마그네슘 가
루는 흑판 옆에 배치되어 있는데, 가루를 많이 바르지 말고 살짝 톡 찍어 바르는 것이 제일 덜 미끄럽다. 진행요원이 직접 바르
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기에 지장이 없도록 가루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10m왕복 달리기는 2곳에 설치해서 두 명씩 시험을 보는데, 한쪽 라인은 바닥이 빡빡해서 미끄럽지 않지만 반대쪽 코스는 바
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학생이 많았다. 앞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실기에 지장이 없을 만한 코스로 들어가야 한다.
농구 골밑슛은 만점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은 편이다. 농구 골밑슛 종목에서 만점자가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 10점이
깎이는 종목이니 만점을 목표로 하기보다 15개를 목표로 하고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원바운드 후 뱅크슛을 반복하는 동작이므로
공을 잡고 원바운드를 치지 않거나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여야 하는데 중앙선에서 애매하게 움직였을 때는 교수님이 개
수를 세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동작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아서 연습해야 한다.
배구 월패스는 관동대 체육교육과 지원자들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이다. 배구를 평소에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장시
간 연습을 해야만 가능한 종목이므로 관동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배구 토스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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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장 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의예과

면 접 방 법

제한시간까지 대기실로 입실해요.
대기실로 입실하면 자리에 앉는데, 가번호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걸 못 봐서(;;) 자리를
이동했는데, 여러분은 들어갈 때 대기실 앞쪽을 잘 살피고 들어가세요. (사실 어디서 확인하는지 몰라요. 저 빼
고 다들 알아서 잘 앉아있었으니까 아마 어딘가에 있었겠죠...?)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면접 유의상황이랑 면접 진행을 알려주세요. 핸드폰 및 전
자기기도 걷고요. 면접진행 관련 질문도 받아요. 대기실 앞쪽에는 가번호에 따른 면접 시간이 안내되어 있어요.
응시여부에 관계없이 그 시간대로 진행되니까 잘 살피세요.
면접 유의사항은 유인물로도 나가요.
시간이 되면 안내에 따라 짐을 챙기고 대기실을 나가면 되요.
면접은 서류기반면접평가(심층면접)8분, 이동 1분, 인적성면접(MMI) 준비 2분, 이동시간 1분, 인적성 면접
(MMI) 8분, 도합 20분 동안 진행되는데 인적성 면접 준비 2분 동안에 제시문 분석하고 답안 마련하는 것까지
다 마쳐야 해요. 들어가자마자 답변해야 하거든요. (ㅠㅠ)
그리고 면접시간이 8분으로 나와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실제 답변시간은 7분
30초에요. 타이머 있고, 시간 되면 답변 중이라도 감독관 지시 하에 끊거나 해야 해요. 시간 분배 잘 하세요.
안내하시는 분을 잘 따라가면 괜찮을 거예요.
오전 7시 반, 오전 9시 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 또 A, B조 등이 있고 동시에 시작해요.
(A조 1번이랑 B조 1번이 동시에 출발해요.)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오후반이 입실할 때까지 대기해야 해요.
오전 7시 반 조의 1번들은 거의 4시간 반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빵, 우유, 과자는 주지만 핸드폰이나 전지기기는 당연히 퇴실 전까지는 주지 않아요.

질문 및 답변
입장전 안내요원 : 긴장되요? → 네.
안내요원 :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기 가번호 말하고(!) 자리에 앉으면 되요.(자기소개) → 네.
[서류기반면접]
(문 열고 들어가서 인사한다.) (꾸벅) 안녕하십니까. 저는 B***입니다.
네 앉으세요. [면접관께서는 총 3명이 계셨는데, 여자분이 1명이었고 가운데에 앉아계셨어요. 인자하신 분이었죠. 제 기준으로 맨
왼쪽에 앉아계신 분은 모니터만 보고 질문 제일 많이 하셨어요. ㅜㅜ 맨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은 질문 1개 하셨고, 인자하셨어요.]
Q1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장소를 선택한 이유와 봉사를 꾸준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사활동 중에서 예시를 하나 들면 되나요? ** ***** 봉사를 많이 했던데...

Q2

‘공중보건학-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노력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해보세요.

Q3

DNA 혁명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전방욱) 라는 책을 읽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점
에서 부정적이라고 느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Q4

‘노벨의학상이 찾아낸 불로장생의 비밀, 텔로미어’ (마이클 포셀)을 읽으셨는데,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인상
깊은 점을 말해 보세요.

+ 추가로 텔로미어가 뭔지랑, 텔로미어와 노화의 연관성도 말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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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평소 다니던 병원의 크리스마스 행사 때 사용된 글을 보고 의과학자로 꿈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A (답변)

+ 그럼 그 문구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A 넴... (쭈글)
Q6

학교생활에서 리더쉽을 발휘한 사례가 있었나요?

(시간종료)
수고했어요. / 감사합니다.
(문 열고 밖으로 나감.)
안내요원 : 잘 봤어요? 괜찮아요. 잘 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 따르면 정신 나간 채로 나왔는데 ‘아직 인적성 면접 남았어요!
진정해요!(X2) 하시면서 어깨 도닥여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안내요원 : 이제 인적성 면접 준비하러 갈게요.
[인적성면접 준비 & 실제 면접]
(방문앞) 이제 들어가서 2분 동안 인적성면접 준비할 거에요. 문제랑 A4용지랑 연필, 볼펜이 책상 위에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
요. 이제 들어갈게요.
(시력 검사실이었어요. 문제는 코팅된 채로 책상 위에 붙어있었고, A4용지는 두툼했어요. 연필은 다 잘 깎여져 있었고, 볼펜은 제
트스트림 검은색이었어요. 0.5 같았고요.)
(들어가서 문제지를 본다. 당황한다.)
[제시문] (A4반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 문제지 뜯지 마세요. 면접실 가면 또 있어요.
장기 이식할 때 한국은 장기 이식 대기자 순서대로 이식하지만, 일본은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산소호흡기를 필수적으로 사용
해야 하는 환자를 제외하고 대기자 순서대로 이식한다.
Q1

한국과 일본의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Q2

52세의 소방관과 25세의 폭력 전과범 중 누구에게 장기를 우선적으로 이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A 52세 했음.

+) 그럼 생명권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3

장기기증 행정 절차 중,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 이에 동의한다고 판단하고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되
는 옵트아웃(Opt–out)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추가질문 있음)

Q4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차이점(제시문에 나온 차이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관님은 두 분이었구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 분은 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셨고, 왼쪽 분은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계시
더라고요.
한 문제당 2분씩 쓰면 된다고 하시던데... 저는 길었어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님들 모두 친절하셨어요. 여기가 면접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내해주시는 분들도 친절하셨고... 막 ‘어서 말
해.’ 가 아닌 ‘네 생각을 한번 말해볼래?’ 같은 분위기였어요.
간식 챙겨가세요. 꼭. 빵이 안 먹힐 수도 있고 (친구들도 배고픈데 입맛 없다고 했어요.) 과자가 자기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기할 때 친구 많이 사귀세요. 만남의 장이에요. 전국 곳곳의 향취를 느낄 수 있어요. 한명씩 들어올 때마다 포섭하세요!
우유는 흰우유, 바나나, 딸기, 초코가 있었어요.
인적성면접준비시간 부족해요. 친구들도 다 부족하다고 했어요. 연습할 때 2분이랑 실전의 2분은 또 달라요. 진짜 잠깐 있었는
데 노크소리 들렸어요. (ㅠㅠ) (친구들 중에 준비 덜 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가 20초 더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1번은 꼭
준비하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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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가 은근 압박감이 있어요. 면접관님보다 가까워요.
면접관님께서 앉아 계신 책상과 제 거리가 한 2m보다 조금 짧았어요. (저와 면접관님들의 마음의 거리☆)
필기도구 챙겨가세요. 면접 끝나고 설문조사 해야 되요.
인적성 면접할 때 자기소개 잊지 마세요.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융합공학계열

면 접 방 법

오전면접이라서 8:30 까지 입실하고, 큰 강당 같은 곳에서 학과별로 앉아 있다가 중간에 스태프 분이 유의사항
말씀해주시고, 줄별로 2명씩 불려가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한 후에 면접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질문 및 답변
* 순서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적겠습니다.
Q1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게 물론 피부에 좋게 작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A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끼기도 했고, 1학년 때 피부고민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과제연구를 하며 그 단점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깨끗하게 지워내면 괜찮은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트러블이나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또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의 문제와 더해져서 여드름과 같은 것이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Q2

줄기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볼까요?
A 우선,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화
가능성이 성체줄기세포보다 뛰어나지만, 태아와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보다 분화능력은 떨어지지만 윤리적인 문제
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무릎관절염과 같은 치료에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2-1. 그럼 그 두 가지 말고도 역분화 줄기세포 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 알고 있나요?
A 제가 알기로는 역분화 줄기세포가 유도만능줄기세포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체줄기세포처럼 윤리적인 문제
는 수반하지 않지만 배아줄기세포 만큼의 분화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3

유전자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A 이 치료의 원리는 바이러스성 벡터를 이용하여 핵산을 지닌 환자에게 고분자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Q4

유전자 치료의 단점으로 종양이 생성 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A 다양하게 알진 못하지만, 제가 뉴스기사에 본 것에 의하면 종양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5

수상기록이 대부분 다 뛰어난 편인데, 교내탐구대회에서 성적도 되게 잘 받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A 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두 번 다 참여했던 대회입니다. 그중에서도 2학년 때 캠핑카를 제작했던 활동이 기
억에 남았습니다.

(캠핑카요? 그럼 뭐 어떻게 만든거에요?)
A STEAM 영역을 활용해서 캠핑카의 보완점을 생각하고 이를 제작하는 것 이였는데, 제작 같은 경우는 준비물로 우드락이
주어져서 그걸 토대로 모형 캠핑카를 만들었습니다.
Q5-1.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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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캠핑카를 타본 경험이 없는 만큼 내부 사진을 보고 개선점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자는 아이디어도 내면서 친구들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Q6

과제연구 활동은 어떤 것이죠?
A 이 활동은 장기 연구프로젝트 같은 것인데, 교과목을 배우면서 드는 의문점이나 평소 알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
과 함께 거의 1년 정도 탐구를 해보고 연말에 산출물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학년 때 했던 천연소화제 제작 활동
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에서 1학년 과제연구 활동 언급해서 여기는 2학년 내용 이야기 했어요)

Q6-1.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나요?
A 우선 천연 소화제 제작에 앞서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알약소화제와 액상소화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소화제 효율성실
험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직접 천연소화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아보카도나 배와 같은 재료들을 찾아본 뒤에 이
들을 배합하여 천연소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한 것을 가지고 녹말 지방 단백질 성
분을 이용하여 소화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도 파악하였습니다.
Q7

지역아동센터 봉사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간 거에요?
A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상설동아리에서 갔던 활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학습을 1:1
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입니다.

Q7-1. 그럼 여기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일단 제가 동아리 회장인 만큼 이 기관 봉사활동 담당자 친구와 함께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도 했고, 제가 맡은
학생에게 1:1로 과학을 가르쳐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전

형

잠재적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심리학과

면 접 방 법

2:1 면접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서류 70 % 면접 30%

질문 및 답변
Q1

말하기 글쓰기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은 것 같은데, 1학년 사회독서토론대회 때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해보세요.
A 동물실험 정당한가? 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였고, 당시 저의 입장은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동물 실험
의 과정은 비윤리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Q2

2학년 때,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 나가서 어떤 말을 했나요?
A 나 보다는 울, 우리보다는 모두 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Q3

상담사는 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A 단순히 고민을 들어주고, 사람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또 원활한 상담을
위해 그러한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의 수상경력을 보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이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면이 가톨릭대학교에서 좋게 작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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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회계학과

면 접 방 법

2대1 면접으로 진행(심층면접)

질문 및 답변
Q 봉사활동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봉사 활동을 하였나요?
A 교외보다는 교외에 중점을 두고 함. 외부적인 부분을 챙기기 이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챙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고 함.
Q 꿈이 경영컨설턴트인데 경영학과에 지원하지 왜 우리 회계학과에 지원하였나?
A 물런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함. 하지만 학교 활동을 통해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경영컨설턴
트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직접적인 회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함
Q 학교 행사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행사?
A 주제탐구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함. 대회활동 중 다시 한번 경영컨설턴트와 회계학 사이에서의 긴밀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함.
Q 갈등 겪어 본 적 있나요?
A 갈등 겪어 본 적 있다. 반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역할을 맞으면서 친구들 사이에 갈등을 겪은 적 있다.
Q IT와 회계학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IT와 회계학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AI라든지 코딩등을 통해 회계처리를 통
한 정보저장과 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제가 만약 가톨릭 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AI가 자문한 내용을 분석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제로 성장하겠다.
Q 스팀대회 활동을 하였는데 어떤 활동이였나?
A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였다. 무동력 아두이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간접 경험
할 수 있었던 대회활동이다.
Q 직접적인 융복합 사례가 있나?
A 인문계열이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융 복합 경험을 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한다면 고교 시
절 노력했던 만큼 최선을 다해 학교생활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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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강남대학교
전

형

서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응용학부

면 접 방 법

∙
∙
∙
∙
∙
∙
∙
∙
∙
∙

면접관 3 : 지원자 1
대기실 입실 시 진행위원이 수험표와 신분증을 확인
대기 중 블라인드 면접 서약서를 작성하며 볼펜은 대기실에서 지급
진행위원이 입실시간으로부터 약 5분 전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
진행위원이 자신의 학부(과)와 가번호의 끝 두 자리를 부르면 안내를 받아 면접실 앞으로 이동
가번호 예시 : 자신의 가번호가 12345678 이면 '소프트웨어응용학부 78번'
면접실 앞은 의자가 배치돼있으며 그 자리에서 블라인드 면접 서약서를 진행위원에게 전달
진행위원의 안내를 받아 면접실의 문이 열리면 입장
면접관은 각자 노트북에 기록
면접 후 진행위원의 안내를 받아 설문조사 작성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인사) (가번호 00번이라 소개) 컴퓨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고 강남대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
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Q 컴퓨터 교사가 꿈인데 교육을 공부하기 위한 계획은?
A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학을 공부할 것.
Q 그러한 진로를 가진 지원자가 학부에 적합한가?
A 컴퓨터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적합하다.
Q 자소서 내용 중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데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A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으로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될 것. 입시 준비
하는 중고등학생과 입사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Q 자소서 내용 중 픽셀이미지와 벡터이미지의 차이점은?
A 확대하면 사각형의 픽셀이 드러나는 픽셀이미지와 달리 수학적 공식에 의해 처리되는 벡터이미지는 화질이 보존된다.
Q 픽셀이미지에 비해 벡터이미지의 단점은?
A 아날로그 신호를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Q 자소서 내용 중 공공의 복리를 위해 반장 선거에 출마했다는데 이 공공의 복리가 무엇인가?
A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반장의 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 학사일정을 직접 확인하여 반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
도록 도왔다.
Q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인가?
A 선거 공약에서 말했고 친구들의 호응을 얻었다.
Q 교내외에서 관련 수업을 수강한 적 있는가?
A 소인수 프로그래밍과 방과후 아두이노 수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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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소서 내용 중 파이선 책에서 기억나는 것은?
A if문을 활용한 예외 처리. 계산기에서 0 나누기 0의 입력값을 받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
Q 코딩심화프로그램에서 조도 센서의 원리는?
A 센서가 감지하는 빛을 데이터로 나타내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침대에 설치된 조도 센서가 햇빛을 감지하여 블라인드를
여닫는다.
Q 조도 센서와 피에조 센서의 차이점은?
A (답변)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글로벌역량강화캠프에 참여하여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높일 것.

기타 유의사항
∙
∙
∙
∙
∙
∙
∙

교복 착용 금지
강남대역에서 샬롬관까지 도보로 약 10분 소요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지참 시 출력 가능
대기 중 진행위원이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
입실 후 수험표와 신분증은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므로 책상 위에 올려두지 말 것
대부분 제출 서류의 내용에서 질문
대기실 퇴실 후 재입실 불가하므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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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강원대학교
전

형

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생명과학과

면 접 방 법

오전반 오후A, B 반 나눠서 면접 봄
입사관 한명 (오른쪽) 교수 한명(왼쪽)

질문 및 답변
Q 간단하게 생명과학과 지원하신 이유를 말해주세요
A 강원대의 1-1학기 3-2 학기에 포함되어있는 진로 및 꿈설게가 저의 진로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양서파충
류연구실이 있는 강원대는 저에게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Q 많은 학문에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인간의 DNA가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볼게요..
A 넵
Q DNA가 뭐에요?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Q 그것의 역할은?
A 한 개체군의 특성을 후대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Q 핵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A DNA와 RNA가 있습니다
Q DNA와 RNA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봐요
A 이중나선구조와 단일가닥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그거 말고는?
A DNA에는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이 있고 RNA에선... 잘모르겠습니다.. (기억안남)
Q 왜 RNA가 현재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A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RNA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연변이가 심하게 일어나서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번역의 과정을 말해 봐요
A mRNA가 ..... 모르겠어요,,,,
Q 유전자 재조합기술 알아요? 설명해 봐요?
A 흔히 알고있는 GMO 식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플라스미드를 분리해서 다른 유전자와 결합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Q 인간에게 필요한게 뭐지?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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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백질
A 아하
Q DNA발견 과정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A 모르겠습니다
Q 페스트균으로 발견한것도 몰라요?
A 넴...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해보세요
A 영어로 준비해간말 했어.

기타 유의사항
그냥 이건 거의 교과면접인 느낌. 다른과는 다 생기부기반 면접이었는데,,..자기네 관심사만 물어봄. 그리고 교수님 입사관님 두
분 다 인상 좋고 내가 대답 못해도 들어주려하시고 얘기한거 정리해주시고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준비해간거는 유동
성있게 상환판단 잘 해서 말하는게 최고인 듯. 나도 괜히 준비해간 말 하겠다고 했다가 더 좋은말, 인상깊은 말,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말 다 못함. 눈치껏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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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건국대학교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건축학부

면 접 방 법

면접장에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료를 볼 수 없음.
면접 전 대기실 분위기는 조용함.
2:1 면접 방식으로 여자교수님 2분이 계셨고 앞에 책상과 의자가 있음.

질문 및 답변
Q1

STEAM 사진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네요. 활동했던 내용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Q2

그 외에 다른 수상내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Q3

3D프린팅 동아리에서 테마파크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어요.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주로 했고, 테마파크 만들기 활동의
동기는 무엇이었고,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Q4

생명과학시간에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경험이 있어요.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Q5

내진설계 실험에서 동기와 자신의 역할, 내용에 대해 소개 해주세요.

Q6

자소서에 도서관의 쉼터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적어놓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Q7

동아리활동 중에서 개인 활동이었나요?

Q8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0초 할 말 해주세요.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
∙
∙
∙

면접관 2 : 응시자 1 (두 분 다 여자)
대기실 → 면접실 밖 복도(10분간 대기) → 면접실(면접) → 면접 후 대기실(설문조사 작성) → 귀가
생기부, 자소서 기반(거의 생기부 위주)
10분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아침에 어떻게 왔어요? 서울에 살아요? 지방? 처음에 인사할 땐 서울 말씨였는데, 계속 들어보니 혹시 경상도?
(등등.. 긴장을 풀어주려고 함)

Q2

이제 긴장 좀 풀렸나요? 그럼 질문할게요. 생기부에 축제 때 행복나눔복권 부스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이 질문이 경영학이랑은 관련이 있으나 내 진로희망과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질문을 해서 조금 당황함.
그래도 준비한 건 답변함. 건국대는 귀퉁이에 있는 거 진짜 했는지 확인하는 것 같음. 확통, 순열, 조합 등등 설명함

Q3

(앞에 어떤 답변에 꼬리질문이었음) 그럼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네, 경쟁기업이 없다면 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독점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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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

Q4

그럼 제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기업이 정하나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고 있나요?
A 제가 경제를 배우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Q 네, 이제 면접이 끝났네요
A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Q 네, 해보세요.
(이 때 엄청 간절함을 표현해야 함!!!)

기타 유의사항
3, 4번 질문은 생기부, 자소서에 없던 내용임, 꼬리 질문에 유의, 순발력 필요함.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제출 서류 기반 면접 (생기부, 자소서(4번)),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1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학생부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회적 기업인지 말해주세요
A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A 우수 공시 기업으로 등록된 오래된 사회적 기업들과 강연을 통해 알게된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면서 기업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Q2

자소서 아름다운 가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봉사활동한 내용과 함께 말해주세요
A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매장과 물류센터 두 곳에서 봉사를 진행하였는데 물류센터에서는 물품 분류와 가격표 붙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매장에서는 도서 분류부터 카운터 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
며 깨달은 점은 아름다운 기업과 같이 사회적 기업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
업이 추구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깊이 공감해야한다는 점이였습니다.

Q3

자소서에 세계 4대기업을 분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수치와 지표를 활용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 분석했는지 말해주세요
A 수치를 세워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4대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전략들의 한국내에서의
영향력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Q4

확률과 통계 세특에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고 통계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후 이와 관련된 예시를 발표 했다고 했
는데 뭔지 말해주세요
A 대졸 실업자 통계를 잘못 해석하여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한 사례 발표
A 철도공사내 친인척 재적자 통계를 잘못해석한 국회의원 사례 발표

Q5

마지막으로 할말
A 준비한말

기타 유의사항
다 기억이 안 나서 세세하게는 못 적고 기억나는 큰 질문만 적었는데 답변하는 중에서 여러번 꼬리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3
번 관련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4대기업 분석한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결론, 어떻게 조사를 진행했는지, 어떤 과정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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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는지 등등 자세히 여쭈어 보셨습니다. 진로가 사회적 기업가였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활동과
보고서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이라 생각해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준비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당황했었습니
다. 끝나고 생각해 봤을 때 보고서의 결론이 마케팅과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이 사회적 기업보다는 더 경영학과와 직결되어 부분
이라 자세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교수님들이 긴장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 해주셨어요. 그리고 면
접 대기 하는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면접장 들어갈 때 짐을 가볍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사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생기부) 4차 산업혁명과 날씨마케팅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 몇 명이서 한 건가요?
- 지원자의 역할은 뭐였나요?
- 날씨자료가 많은데 정확히 어떤 자료를 조사했나요?
Q2

(자소서) 자소서에 보면 2학년때 경제수업을 들었다고 되있는데 한미FTA, 브렉시트, 아베노믹스 등 다양한 연구를 했어요.

- 그러면 지원자가 알고있는 아베노믹스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그러면 브렉시트는 뭔가요?
Q3

(생기부) 동아리 활동에 문학과 매체의 소통 자율동아리인가요? (네.) 거기에 광고심리학에 대해 조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심리학이 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Q4

(자소서) 교내토론대회에서 이런이런이런(자소서 내용 그대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판단인가요?

Q5

(생기부) 통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수학신문에서 K-POP시장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적어놨어요.

-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 그러면 기사 내용은 참고만하고 따로 기사내용을 분석하거나 한건 없나요?
Q6

전

질문을 더 하고싶은데 40초 밖에 안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나요?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부동산학과

면 접 방 법

10분간 면접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공수자세로 허리숙여 인사)
Q 많이 떨려요?
A 네 정말 떨립니다ㅠㅠㅠ
Q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차피 본인이 낸 서류 확인 면접이니까 괜찮을 거에요~
A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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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지각이 몇 번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A (진짜 진심으로 나올 거라고 1도 생각 못한 부분이고 심지어 1학년때 일이라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생각을 정리하지 못
한 채로 되는대로 뱉어서 면접관님이 알아들으셨을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그게 독감을 걸린 줄 알고 검사를 받았다
근데 결과가 하루 뒤에 인가 이틀 뒤에 인가 나오기 때문에 늦었지만 학교에 갔고, 결과를 보러 병원을 또 갔는데 알고
보니 독감이 아니 여서 인정결석 처리가 되지 않고,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Q (자소서 1번내용) 도시개발면적이 50만제곱 미터 이상일 때 10프로 이상의 면적을 녹색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는
데 이 10퍼센트는 어떻게 도출된 건가?
A 주변 공원 중 녹지가 많은 공원을 추려내어 만족도 조사를 하여 해당 공원이 개발면적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 택지정보시스템(말이 꼬여서 택지이용규제 어쩌고 라고 잘못 말함)에 들어가서 공원면적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Q 아 그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한거네
Q 가상 화폐에 관해서 보고서를 썼다고 하네요 본인의 의견은?
A 저희 팀은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에 중점을 두고 비트코인은 정식통화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
Q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요와 공급그래프를 통해서 이 규제가 주택가격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되어있어요 이는 기사를 보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가요?
A 마침 3학년 올라와서 수요와 공급그래프를 배운 시기라 어렵지않게 적용할 수 있었고 담임선생님이 경제 선생님이셔서
자문을 구했다~~~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네요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첫번째~~두번째~~
Q 불법 건축물인지 알기위해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야 한다고 자소서에 적었는데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떻게 불법건축물인지 알
수 있죠?
A (망했다는것을 직감한 순간입니다!^^)아....제...제가...그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Q 음....본인이 쓴건데 잘모른다.......
A (네! 전 여기서부터 그냥 망했어요~)
Q 한국사 시간에 조세제도에 관해 발표를 했네요 설명해주세요
A 한국사때 조세제도에 대해서 1학년 3학년 둘다 했어서 어느 학년인지 여쭤보고 말을 하려는데 광해군.....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동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구요^^ 앞에서부터 망해서 진짜 대동법 내용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돼서 "그냥 저 아는데 !!!!아 제가 적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버
렸습니다.
Q 네네 양성평등에 관해서 글짓기를 했는데 무슨 내용?
A (와 자율활동에 누구나 적힌 내용을 여쭤봐서 신기했어요) 어린이들의 인식변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준비했던 거 말씀드리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전

형

K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사회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4개 정도의 과 인원들이 다 같이 소강당에 모여서 이름이 불리는 순서로 대기. 면접자 1명과 면접관 2명이서
면접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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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생기부에 미세먼지 측정 센서라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을 했는데 과정이 어떠했고 다른 방법 사용은 생각해 본적 없나요?
A 미세먼지 측정 방법에는 중량농도법, 광 산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아리 부원이 1학년이 많
아 간단한 키트를 제작하여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

Q2

사용한 미세먼지 센서가 정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나요?
A 처음에는 변인을 달리해도 측정값이 변함이 없어서 측정횟수와 측정일을 많이 늘려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Q3

대기관련 활동이 많은데 환경관련 다른 활동은 없었나요?
A 교내에서는 2학년 때 생명 동아리에서 수질관련 유사활동을 하였고 교외에서는 UNIST 캠프에서 도시환경에 관하여 1박
2일동안 배웠습니다.

Q4

학생회 활동을 하였는데 무슨 직책이고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A 학예부장을 맡아 체육대회의 일부, 학교 축제, 동아리 축제와 같은 행사를 일정을 짜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Q5

학과가 사회환경공학부 인데 사회와 공학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나요?
A 사회안에서 도시환경과 같은 공학적인 부분이 연결이되어있고 환경이라는 측면이 인간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학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분위기는 좋았지만 질문의 퀄리티가 높아서 이 전형으로 갈 친구들이라면 면접 준비 열심히 하세요!

전

형

K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산업공학과

면 접 방 법

오전1 타임이라 8:00~8:30 까지 입실을 완료했어야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 이외 다른 분들은 아예 못 들어오
시게 통제하고, 당일 면접 보는 학생 전부다 한 강의실에 모아놓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끼리 서로서로 말 못하
게 막으시고, 가방이 있는 학생은 가방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놓고 문을 닫고 신분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
고 접수스티커를 나눠줍니다. 왼쪽 가슴에 붙이면 됩니다. 문을 닫고는 어떠한 자료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2대 1 면접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주제탐구발표 시간에 K-POP의 숨겨진 이면적 사실들을 확률과 접목시켜서 발표했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소개시켜줄래요?
A 아, 넵! 다들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실겁니다. 케이팝스타라던가? 프로듀스101이라던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을 통하여 데뷔를 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오디션을 거쳐 데뷔한 사람들보다 인기를 얻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데뷔를 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한 확률로 데뷔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음.. 그렇게 데
뷔한 사람들의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는 하지만, 데뷔라는 절차만 거치게 된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데뷔하기까지의 매우 희박한 확률은 구하는 방식을 토대로 발표했습니다.
Q 그럼 그 매우 희박한 데뷔를 하기 위한 확률을 구했다는거죠?
A 맞습니다!
Q 그 확률을 어떻게 구했는데요?
A 실제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이돌학교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2천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합니다.(수가 기억이 안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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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천명이라고 말함) 2천명 중에서 실제로 방송에 방영될 사람들 50명을 간추려내었고, 자신들의 방송분량에 따라서
데뷔할 확률이 판가름 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천명 중에서 50명을 간추려내어 2천분의 50, 또 한 프로그램당 프로그램의 방영시간도 데뷔를 하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영 시간 등등을 곱하여서 확률을 구했습니다.
Q 등등에 뭐가 있었는데요?
A 2천분의 50 곱하기 한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고 한다면, 80분의 자신의 방영시간을 곱하여서 나타냈
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맡아서 토론을 주도했는데.. 데이터 위조시 발생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Ai는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입력한 데이터에 위조가 생
긴다면, Ai는 자신이 찾으려는 검색물이 아닌, 원치 않는 검색물을 찾게 될 것이고 전달과 교류상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서, 사슬형태로 즉 체인형태로 연결하는 데이터.. 저장.. 아니 분산형 데이
터 저장 기술입니다. 블럭체인은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블럭체인을 Ai에 융합한다면,
데이터의 위조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뭘 되게 많이했어요. 그죠. 사업인 민간주도 프로젝트? 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A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적혀있는 중고차 기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저가 고성
능, 신차 구매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중고차 거래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길수 있는....... 문제점? 에 대
한 방안들이 미흡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 시선 1, 2번 번갈아 가면서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데이터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다
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고차의 사고 경력을 정확히 명시하여 신뢰성이 보장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가상현실연락망 이라는거를 구상했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일때 사용하는거라고 했는데 이때 휴
대폰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VR이랑 AR을 적용해서 쓰나요? (자소서 4번 문항)
A 네.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자신이 수험생이여서 공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금지한다던가
아이가 걱정되어서 반드시 연락은 해야겠다. 라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Q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수신자는 개인 코드를 가지고 ..
A 네네 수신자의 개인코드를 발신자가 입력해서 개인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Q 사물인터넷의 국내외 주요 적용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라는 원고를 읽었다고 되어있어요. 간단하게 그 원고에 있었던 사물인
터넷 사례를 말해볼까요?? 뭐 한 두개정도..
A 넵. 스마트 밴드와, 음.. 애완동물이 집에 있는데 애완동물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자동으로 애완동물에게 밥을 주는
애완견 돌보미 서비스, 그리고.. 자동 인지 조명등이 생각납니다.( 인지 가로등을 조명등이라고 말해버림 )
Q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동 인지 조명등이 사물인터넷 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그런 자동 인지 조명등이 있는
데 그는 사물인터넷인가요? 아니 사물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때까지만 해도 난 가로등을 말한거였는데 조명등으로 말했다는거를 모르고 있었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가로등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
아!! 넵! 그것은 사물인터넷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이란 지능화된 사물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원리를 가진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걸 이때 말했나 저때 말했나 기억이 안남. 한번밖에 말 안한걸로 기억함) 현관문 조명은
단지 사람이 오고 감에 따라서, 그를 인지하고 불을 켜는것입니다. 그러나 자동 인지 조명등 (또 조명등이라고 말함) 같
은 경우에는, 공공기관(거리를 말하고 싶었음) 아니, 공공,, 공공적인 장소? 에서 사람이 오고감을 인지하고 CCTV의 기
능도 갖추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페인(솔직히 스페인인지 스웨덴인지 기억도 안나는데 그냥 말은 해야되니
까 막 말함)에 설치되어서 어두운 밤에, 거리를 밝혀주어 아동의 유괴 및 납치를 예방했다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Q 네 이제 면접시간이 다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A 저는 발명품에 대해 조사하다가 티백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티백에 대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설리번이라는 한
차 판매상이 있었습니다. 이 설리번은 자신들의 잠재고객을 위하여 무료 찻잎 샘플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마케팅
이죠.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찻잎을 포장하는 금속 통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 (정적) .. 그로 인해서 설리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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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비단에 찻잎을 포장하여 잠재고객에게 증정하였습니다. 이를 받은 잠재고객들은 통째로 물에 넣어서 사용하였는데,
이가 티백이 된 것 입니다. 만약 설리번이 티백에 대해 개발하지 않았다면, 현대인들은 직접 찻잎을 포장해서 들고 다녀
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리번처럼, 일상생활속 사소한 부분을 개선하여서 큰 변화를 일으켜 사
회인들에게, 또 전 세계에 산업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산업공학과 아니 산업공학도가 되고 싶습니다.

전

형

기초생활 및 차상위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10분의 2대 1 면접(교수님2분/남성)
생기부, 자소서 + 전공적합성, 인성 및 기초학업능력 면접
모든 소지품 입실불가(복도에 두고 면접에 참여)
블라인드면접 - 개인정보 발설, 교복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Q 의자에 앉으세요~
A 네 감사합니다.(자기소개 안 물어 보심)
Q 공로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A 지구 과학 성적이 좋아서 문과 친구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해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멘토로
서 학습을 도와주고 그 결과 멘티 친구들의 성적 향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
Q 독서 활동에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A 이 책은 라다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배려를 매우 높게 보는 입장이고 저 또한 이런 사람들처럼 배려많은 사람
이 되고싶다고 등등 답변
Q 수의사 탐구동아리?
A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 이 동아리에서 한 활동들 나열, 인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것 밝힘. 강
아지들이 잘 달려줘서 뿌듯하다고 답변
Q 현재 반려동물 수 ?
A 50만 정도?.... (이거 잘 몰라서 막 대답했음.)
Q 1000만 정도인 걸로 아는데.. 라고 하셨음
Q 동아리 인원수 많았나?
A 수의사 탐구 동아리는 진짜 수의사가 꿈인 친구들만 있어서 5명이었지만 대니멀 동아리는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누
구나 가입한 동아리라서 약 25정도의 동아리 원이 있었다고 답변
Q 반려 동물 수 증가할거라 생각?
A 증가한다고 생각.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좋은 방면이 많다고 답변
Q 지원동기?
A 유기 동물 수를 줄이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함.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
Q 양성 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
A 네.. (더 말해야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냥 대답만 하고 넘어감)
Q 리더십 기른 계기?
A 동아리 장 활동을 많이 하면서 길렀다고 답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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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A 동아리 원들이 잘참여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고 답변
Q 어떻게 해결?
A 앞에 나가서 큰 목소리로 부르고 모두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을 전달하고 다독여서 모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고
답변
Q 산소, 무산호 호흡 차이?
A 산소는 완전 분해로 많은 atp생산, 무산소는 불완전 분해로 적은 atp생산
Q 마지막 할말?
A 오래전부터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앞서 밝힌 목표를 제 장점인 끈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는 첫 걸음을 건국대 수의예과에서 내딛고 싶습니다.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식량자원과학과

면 접 방 법

인터넷에서 본 교수님 한 분을 비롯한 2명의 교수가 10분 동안 진행함.
면접실 가기 전 계단식 강의실에서 대기함. (대기실에서 유인물 못 봄)

질문 및 답변
Q1, Q2 ☞ 교수, A ☞ 나 ※ 지원동기 묻지 않았음.
Q1

긴장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A 네!

Q1

알레로파시가 뭐죠?
A 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내서 주변 다른 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Q1

어떤 작물을 재배하였나요?
A 상추, 옥수수, 토마토, 감자 등

Q1

감자 보관법
A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박스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중학교 때부터 봉사를 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요?
A 우리 집 근처에 이 봉사기관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주말에 일정하게 시간을 할당하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Q2

천이와 우점의 개념

Q2

아 다시 물어볼게요. 생물천이와 우점이 알레로파시와의 연관성이 뭐죠?
A 생물은 자기가 우위적으로 그 영역을 독점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사용하고 살아가기 불편할 때는 더 살기 적합한 곳
으로 천이를 한다. 알레로파시도 우점을 위한 생물의 독특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000박사를 존경합니다. 작물개량, 작물유기화학, 친환경 농업생산학 등 화학,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과 관련된
융복합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식량자원과학과에서 제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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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1차합격: 3배수
1차 합격생을 4개의 조로 나눔 (오전 1조, 오전 2조, 오후 1조, 오후 2조)
각 조 별로 입실시간, 마치는 시간 다름
학과별로 면접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에서 모든 학과 면접 진행(문이과 날짜 나뉨)
한 학과별로 면접 8~10명 진행 / 면접시간: 10분 / 대기시간: 10~70분
면접방법: 교수님 2분과 1대 2면접

질문 및 답변
Q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A 네. 감사합니다.
Q 밥은 먹고 왔나요?
A 네 먹고 왔습니다.
Q 긴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장 푸세요.
A 네
Q 수의사를 희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저는 어릴적부터 힘들때나 슬플때 동물들로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동물들에게 보답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때 부모님을 기다리며 드나들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동물을 치료하면서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내는 모습을 보았고, 수의사라는 직업에 큰 관심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제가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랑하지만, 방사능오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앞에서는 동물들을 무방비하게 방
치하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말도 하지 않고 피해를 받는 동물들에게
하나라도 더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수의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네, 그래요. 수의사 중에서도 대동물수의사를 희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A 네, 제가 수의사를 희망하면서, 여러 동물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동
물외에 대동물등은 접하기 어려웠고, 마침 기회가 되어 대동물 중 말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장애인승마센터에서 마방에 들어가 말이 있는 상태로 마방을 청소하면서, 단순 청소하는 것을 넘어 말을 쓰다듬
고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말과 교감하면서, 말이 투박한 동물인줄 알았던 저는 말이 부드럽고 섬세한 동물임을 깨달았
고, 말이라는 동물에 큰 매력을 느끼고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이런 말을 위한 수의사가 되고 싶어
대동물 수의사 그중 말 전문 수의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여기 말과 교감할때 말의 상태를 파악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나요?
A 말이라는 동물을 알게되면서, 말과 교감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려동물들에 비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동물
이기에 알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아라는 말 정보 포털을 통해서 말의 기본 언어법에 대해 공부하였
고, 이를 하나씩 적용했습니다. 간단히, 말의 머리부터 시작해 귀, 눈, 입술, 꼬리 순서로 관찰하는 것부터, 말이 무리짓
는 모습, 말이 마방을 긁은 자국등을 자세히 관찰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말이 처음엔 엉덩이로 저를 맞이하거나 뒷다
리로 맞이하면서 저에게 반감을 표현한다는 것과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저에게 콧바람을 불며 얼굴을 내미는 등 저와
친숙해지는 모습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마방을 많이 긁어, 땅이 파인 모습등을 보며 승마센터장님과
말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Q (고개를 끄덕거리심) 그래요.
Q 동물복지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적혀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말이라는 대동물에 대해서 동물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A (7초 고민) 일단, 저는 말이라는 동물에 앞서 대동물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동물은 다른
소동물등에 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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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를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나 돼지같이 육식이라는 목적 하에 생산되는 동물에 있어서는, 인도적
사육과 도살을 위해 공장식 사육을 철폐하거나 고통이 없는 도살을 이뤄내는 것이 동물복지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말과 같이 육식이 아닌 경주 등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경주마로써 가치가 퇴색되어 은퇴한 퇴역마들의
무작위한 안락사를 막고 특정 조건하에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라는 대동물에 있어서 중요한 동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Q 그래요.
Q 신문기자로서 활동하였는데 어떤 기사를 썼나요?
A 제가 자기소개서에 잘못 기입하였는데, 실제론 1학년부터 2년간 기사를 썼습니다. 1학년 때에는 선배님들이 많기에 단순
학교소식 등을 기사로 썼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학교소식관련 기사를 쓰면서 저의 진로에 심화된 기사 또한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의사를 희망하는 만큼, 현 동물복지의 우리나라의 숨겨진 실태나 동물복지 문제 등을 기사로 쓰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클로닝서비스의 동물복지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급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반려동물의 감기 등 중요 상식을 통해 제 진로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도 급우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그 외에도, 수의사를 인터뷰하는 등, 제가 희망하는 직업의 진로인으로 부터 생생한 이야기, 동물복지 실태, 동물
을 다룰 때의 마음가짐 등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Q 클로닝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클로닝서비스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단, 저는 클로닝서비스가 마약 탐지견등 특수 목적견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동물복제에 있어서 제한 조건이 오직 돈이라는 점에서 큰 단점, 문제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제한
조건하에서 동물복제를 실행함으로써 동물을 가볍게 여기는 등, 동물윤리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뒤에 이야기 더함 (유기동물입양비활성화도 얘기했어야 했는데 기억이 안남)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분이 긴장풀어주셔서, 면접대기하면서 쌓은 긴장감 모두 바로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기에 여러 질문
에 대답하기 보다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의생명공학과

면 접 방 법

* 서류 기반 2:1 면접(교수님, 입학사정관)
* 대기실 → 면접실 앞 → 면접실 → 면접 후 대기실 → 귀가(설문조사만 하고 감)

질문 및 답변
Q1

1학년 때 책 읽고 유전자치료의 개념을 접했다고 적혀 있는데 유전자 치료가 뭔가요?

Q2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자 가위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전자 가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Q3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은 석,박사 과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Q4

어떤 연구실인지 찾아보셨겠네요? 어떤 연구실인가요?(생기부에 특정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적음)

Q5

고등학교 때 한 연구활동이 있나요?

(교수님, 자소서 4번 질문)
Q1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고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Q2

리더십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학급에서 활동할 때와 학교에서 활동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입학사정관, 생기부 질문)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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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전기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오전1, 2 오후1, 2로 나뉨
대기실에 다양한 과들이 모여 있음
2명씩 면접실 앞으로 감. 그리고 1명씩 입장.
2대1 면접으로 한명은 입학사정관 한명의 교수처럼 보임.
끝나고 설문조사하고 나감.

질문 및 답변
입학사정관의 질문
Q1

점심 뭐먹고 왔나

Q2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교수질문 (압박, 꼬리 질문에 질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Q1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서 탐구했네? 그리고 수소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수소연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니가 생각한 것 전에 존재하던 문제점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말해봐.

Q2

그럼 그게 어떻게 탐구했다고 볼 수 있지?

Q3

수소연료전지차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이유

Q4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어떻게 상용화 시킬 수 있을까?

Q5

자이로드롭브레이크에 대해서 썻네? 이거 원리를 설명해봐

Q6

상승할 땐? (질문을 못들음)

Q7

아 상승할 때는 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지?

Q8

왜 자기브레이크를 사용할까?

Q9

그럼 자동차에는 왜 마찰로 브레이크를 쓰고 자이로드롭에는 자기브레이크를 쓸까? 자동차에도 자기브레이크 쓰면 안돼?

Q10 (억지로 질문한 게 자기도 웃긴 듯)그래 브레이크는 급정거처럼 멈춰야 할 때 필요하지 그래.
Q11 반도체에 대해서 썼는데 시스템반도체가 왜 우리나라는 약세일까?
Q12 그럼 메모리반도체는 어떻게 1등이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늦게 시작했는데
Q13 아 일본은 한번 손 땐 적이 있으니까 1등에서 밀려났다?
Q14 시간이 끝나가니 마지막 할말

기타 유의사항
작년 후기들을 보면 자소서에서 많이 물어봤다고 했는데 진짜로 자소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봄. 또한 압박면접 꼬리질문이
엄청나서 잘못하면 답변하다가 멘탈 흔들릴 수 있다.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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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1. 면접 시간은 10분
2. 개인 면접이고 면접관은 2분이 계심(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입시사정관)

질문 및 답변
Q 오는 데 오래걸리셨죠?
A 아닙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해서 주변 숙소에서 자고 일찍 왔습니다.
Q 혼자오셨나요?
A : 아 어머니랑 왔습니다.(‘오 분위기는 괜찮구만’라고 생각)
Q 그러면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에 학생대표로 직접 참가하셨는데 예산을 분배할 때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A 저는 교육청 공약 사항으로 참여예산제에 참가하여 1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 역할을 하였
습니다. 차별 분배를 한 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근거로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까?(꼬리 질문임. 그래서 갑자기 당황)
A 우선 각 부서별 필요한 예산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예술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
서 예술부는 ~~~ 해서 부서의 활동을 열심히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활동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
로 저는 차별 분배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Q 초월 함수는 무엇을 초월했길레 초월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A 죄송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너무나도 당황했음. 수업시간에 한번도 배우지 않은 내용이며, 초월함수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는 알아도 무엇을 초월 했는지는 몰랐음.)
Q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답 못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Q 순환신경망에서 순환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굳이 순환이라는 말을 써야하나요?
(생기부에 있는 내용 바탕으로 질문함. 근데 순환신경망에 대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질문 자체가 너무 파고들고 압박감을 줌. 그
래서 또 당황)
A 우선 순환신경망은 ~~~입니다. 순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 때문입니다. 앞의 상황이 뒤의 상황을 결정하는 데
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고리즘 구조상 순환이라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Q 시간이 다 끝났네요..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건국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에 충실해라
1. 건국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꼬리질문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건국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열심히 외워라. (질문이 더럽다. 일부러 학생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 때 이 학생이 얼마나 대처를 잘하는 지 볼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난다.)
3. 교수의 질문이 날카로워서 질문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일 땐 어떤 대답이라도 해라. 건국대는 답변을 얼마나 성실히 하는지 본다.
4. 두 번째 면접이였지만, 내가 건국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질문이 더럽다는 것이다. 더럽다는 의미는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
을 하지만 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물어본 것은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쉬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건국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면접 준비할 시 기본에 충실해라.(EX. 정의를 꼼꼼하게 볼 것)

전

형

지 원 학 과

KU자기추천
줄기세포재생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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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2대 1(입사관, 교수님), 10분 정도

질문 및 답변
Q1

수상경력에 왜 전공관련하여 수상이 적은가?
A 과학경시대회에 매년 꾸준히 나갔지만 아쉽게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에와서 다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Q2

어떤 문제가 있었나
A 유전과 관련한 문제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Q3

학교에서는 생명관련하여 상이 없나?
A 네, 생명 ucc대회나 기사 스크랩대회 같은 대회는 없습니다.

Q4

맞춤형 아기가 뭔가?
A 맞춤형아기는 부모가 자식을 원하는대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눈 색을 바꾼다던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편집을 하여 빈부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Q5

그럼 난치병해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나?
A 저는 물론 난치병을 해결하는데 연구를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
니다. 왜냐하면 작년 허젠쿠이교수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의 좋고 나쁨이 아닌 우리가
현세대가 이 기술을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Q6

동물실험에 반대에 대한 입장이였는데 앞으로 대학에 오게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A 저는 훌륭한 연구원이 되기 위해 불가피한 실험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인해 생명이 희생을 하게
되지 않도록 그전에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또 고통을 덜 느끼는 하등동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찾아
볼것입니다.

Q7

왜 스크랩북이 보물일호인가?
A 스크랩북이 보물일호인 이유는 이 스크랩북을 가지고 멘토멘티를 할 때 친구들에게 기사를 설명해주면서 친구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흥미로운 기사들을 추천도 해주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 때 스
크랩한 것을 자주 열어보곤 했어서 저에겐 보물일호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Q8

왜 뇌의 프랙탈이 높을수록 치매 예방에 되는가?
A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것은 프랙탈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것은 뇌주름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치매예방을 할때는 정보를 많이 주입하면 되는 것으로 원래 알고 있었는데 프랙탈로 이를 융합하여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Q9

하고 싶은 말
A 준비한거 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실이 많이 울려서 면접관이 하시는 말씀 잘 들을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많이 울려요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지리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면접 시간 10분)
면접관 두 분이 있으며 생기부,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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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

질문 및 답변
Q1

탈원전 관련 이슈에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범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생기부 ‘한국지리’ 세특)
A 찬성론자는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춰지지 않고 에너지 믹스와 같은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원전을 급격하
기 중단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과 관련한 기후위기 이슈에 대응하는 문제점을 갖고, 반대론자는 노후원전 발전의 지속가
능성에 매몰되어 있으며 한수원 관련 카르텔에 엮어 있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

Q2

00 활동을 하면서 울산이 나아가야할 도시 개발의 방향이 무엇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생기부 자율활동 기반 질문)
A 제조업 위기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와 노동 일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

Q3

자소서에 ANT이론을 알아봤다고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자소서 질문)
A 1학년 때 인문동아리 활동 중 과학철학 관련 주제를 쭉 찾아보다 홍성욱 교수의 책을 읽고 라투르의 ANT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의의를 설명하면서 4대강 사례를 예시로 들며 지리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각을 줄 수 있다고 이야
기함.

Q4

<총균쇠>를 읽고 극단적 환경결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전,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했는데, 환
경결정론과 유전,진화론적 관점에 무슨 차이가 있나. (자율활동,독서 질문)
A 1학년 당시 <인류의 기원> 이란 책을 읽으며 고인류학에 관심이 많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인식
했던 것 같고, 선생님이 자율활동란에 잘못 작성한 측면에 있다 생각함. 지리학적, 과학적 관점은 몰라도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다이아몬드의 시각보다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토인비의 시각이 인상 깊다고 황허강 사례를 들어 덧붙여 설명함.

Q5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을 읽고 현재 노동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간단하게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자율활동, 독서, 세특 기반 질문)
A 원하청 노동 이중구조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유연안전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임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함.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지리학적 안목과 정신으로 균형발전, 공정경제,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되고 싶
다는 것이 소망이다.

기타 유의사항
주로 생기부,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함. 자주 언급되거나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 관련 요소들을 챙겨 보
되, 생기부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것이 좋음.
면접관이 해당 학과 교수님이니, 교수님 얼굴이나 관련 연구분야, 논문을 조금 미리 파악하고 가면 좋을 수도 있음. 본인은 만
나본 적은 없지만 논문으로 만나본(?) 교수님을 면접장에서 들이닥쳐서 조금 편안함을 느낌.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교수 2명 수험생 1명 면접 생기부 & 자소서 기반 질문

질문 및 답변
Q 밥은 먹고 왔나요?
Q 아스피린 실험 합성의 과정?
Q 실리실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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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일론 합성 실험과정?
Q 산화환원반응 신호등 만들기의 원리?
Q 인디고 카민용액이 어떻게 산화환원이 되고 왜 색이 변하는지?
Q 산화환원반응 신호등 만들기에서 포도당의 역할?
Q 포도당의 구조?
Q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 비결?
Q 마지막 할말?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화학과

면 접 방 법

저는 오후1 면접반이라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입실, 2시 30분부터 면접 시작했습니다.
입학사정관 한 분과 교수님 한 분과 면접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밥먹었어요? (긴장풀어주는 질문)
교수님 질문
Q 가장 좋아하는 화학 과목은?
Q 화학에서 인생을 배우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Q 전기음성도와 반발력에 대해서 배웠다고 되어있는데, 같이 배웠어요? 연관성은?
Q 엔탈피 실험을 진행했다고 되어있는데, 엔탈피란? 어떤식으로 진행했어요?
입학 사정관님 질문
Q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 직접 진행한 건가요, 보기만 한 건가요?
Q 시간 다 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건국대 면접관님들, 진행위원님들 엄청 친절하세요. 신분증 안들고 가도, 대답 조금 못해도 긴장하지 말고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에요!!

전

형

K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화학과

면 접 방 법

입학사정관 1분, 교수님 1분과 10분간 면접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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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

질문 및 답변
Q1

진로희망이 이차전지 개발자인데 진로희망 사유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주변에서 과학을 찾고, 현재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은 전자기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폭발 위험성이나 자원의 유한성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는 이차전지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제가 가진 장점이기도한,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Q2

화학 성적이 우수한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3년 동안 멘토링 활동을 했는데, 특히 화학 과목을 열심히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멘토링 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A 먼저 멘티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 아는 만큼 설명을 해달라고 한 뒤, 멘티의 설명에서 오류를 찾아내거나 멘티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 멘토링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명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A 멘티에게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설명한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배우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동아리 선생님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은도금 실험을 제안하셨습니다. 은도금 실험이
제가 산화 환원 반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멘티에게도 은도금 실험과 산화 환원 반응을 함께 설명했
습니다. 처음에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었지만, 꾸준한 설명과 의사소통을 통해 멘티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Q. 지원자가 생각하는 산화 환원 반응은 무엇인가?
A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설명했던 방법은 전자의 이동이었습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된
다는 것입니다.
Q. 이차전지와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A 이차전지의 원리가 산화 환원 반응인데, 리튬이온전지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양극에 있던
리튬이 산화되어 전자와 리튬이온으로 분리되면서 음극으로 이동합니다. 방전할 때는 음극으로 이동한 리튬이온이 산화되
어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때 도선을 따라 이동한 전자로 인해 전류가 발생합니다.
Q3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화학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온도, 압력, 농도와 같은 조건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없애고자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새로운 평형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렇다면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화학반응일 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A 발열반응은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반응이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낮추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일
어나야하므로 역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Q4

할로젠화나트륨 전기분해 반응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
A 흑연 전극을 이용해 할로젠화나트륨을 물에 넣고 전기분해 했습니다. 나트륨이온과 할로젠 이온으로 분해되고, 양극으로
이동한 할로젠 이온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할로젠 원소가 됩니다. 음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아닌, 물이 전자를 얻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수산화 이온이 생성됩니다. 저는 이를 지시약을 이용해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고, 불꽃을
대 수소기체의 생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생성된 할로젠 원소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건국대학교 화학과에서 태양전지 연구가 활발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저의 꿈인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인 전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학생이지만, 건국대학교 화학과 교수님 아래에서 전지
기술에 대해 깊이 배우고 저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이 많고, 전공 관련 지식에 대한 질문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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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글로컬)
전

형

Cogito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경찰학과

면 접 방 법

∙
∙
∙
∙

교수님 2, 학생 1 면접
대기실도 강의실 면접 고사장도 (옆)강의실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면접 분위기는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였고 교수님께서 되게 많이 웃으시고 화기애애했음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먼저 해볼께요~
A 네, 제 소개를 해보자면, 항상 밝게 지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면 들어주어 친구들이 많이 의지하는 학생입니다.
또한 유도를 할 줄 알고 끈기 있게 공부하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영
향을 미치는 학생입니다.
Q 친구들이 상담하고 많이 의지해요?
A 네, 제가 리액션이 크고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Q 어떻게 주로 상담을 해줬어요?
A 친구 사이가 틀어졌을 때 찾아오면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성적이 오른 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성적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 봤는데 그때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Q 지원동기 한번 말 해 볼까요?
A 저는 경찰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경찰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타학교는 이론 중심의 커리큘
럼이 짜져있어 경찰을 배출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건국대 글로컬은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경찰로서의 역량에 초점을
두어 이 학교 경찰학과에 진학 하면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우리 학교만의 차별성이 뭐가 있죠?
A 무도 실습도 1, 2 로 나누어져 있어서 심도있게 배울 수 있고 양현재 연구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관 방과 후 프로그램에 베트남어와 중국어 기초 회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생기부에 보면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는 학생’ 이라고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나요?
A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습시간에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시키는 모습과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학급 분위기를 형성을 했던 것과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Q 아 그래요? 담임선생님하고 친했던 건 아니에요? (약간 웃음)
A 네, 친했던 것은 맞는데 저는 원래 모든 선생님하고 원만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Q 아까 자기소개 할 때 유도 할 줄 안다고 했는데 유도 몇 년 했어요?
A 고등학교 3년 동안 방학마다 나가서 운동을 해서 정확하게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방학마다 운동을 했으면 단증은...?
A 저 현재 1단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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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 유도 말고 다른 운동 한 것 있어요?
A 네, 제가 중학교 때 운동부에 사격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격부를 해서 사격도 할 줄 압니다.
Q 중학교에 사격부가 있었어요? 특이한 학교네...?
A 네, 사격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단증은 따지 않았지만 태권도와 복싱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배울 때 기반이 되어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Q 존경하는 경찰관 있어요?
A 네, 있습니다, 일일2 경찰 동아리에서 인터뷰를 갔을 때 만났던 경찰관이십니다. (생략)
Q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역경이 있었다거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어떻게 극복 했는지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생략)
Q 자소서를 굉장히 잘 써서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거 혹시 첨삭 받았나요?
A 네, 받았습니다.
Q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A 담임선생님께 받았습니다.
Q 담임선생님하고만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 줬어요?
A 네,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줬었습니다.
Q 담임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첨삭 해줬나요?
A 문장을 매끄럽게 하는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제가 했습니다.
Q 수상 내역을 보면 수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혹시 이중에 기억에 남는다던가, 의미가 있었던 대회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
시고 왜 의미가 있는지도 말해주세요.
A 저는 저희 지역을 탐구하는 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대회가 저희 지역만의 특징을 탐구해서 발전 방안까지 탐
구를 해서 발표하는 대회였습니다. (생략)(지역명 언급 안함)
Q 독서도 보면 독서량이 많은 편인데 읽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랑 왜 인상 깊은지 말해주세요.
A 저는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책 입니다. 이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본문 속 내용을 경험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략)
Q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해볼래요?
A (생략)

기타 유의사항
∙ 대기실 분위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 다들 자기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함
∙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거나 가방이 없으면 학교에서 봉투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넣어서
면접진행위원께 제출

전

형

Cogito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경찰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 학생 1명(4) / 블라인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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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간략하게 자기 소개하세요
Q 경찰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해보세요.
Q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A 장점 : 상대방의 고민 경청하기
단점 : 확신이 들면 주변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확신이 들기 전까지 수많은 사례와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결정함.
Q 고민을 듣고 해결한 적이 있나요?
A 사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해결이 아닌 경청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똑같은 일을 겪어 보지
않을수도 있으니 해결이 아닌 상황, 심정에 대해 공감을 목적에 둡니다.
Q 무단지각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A 새벽에 축구 시청하다가 늦잠을 자서.
Q 인상 깊게 읽을 책 한권 소개해보세요.
A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
Q 무도 경력이 있습니까?
A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한 두문장으로)
A 경찰관련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0분, 면접시간 선택할 수 있음. 되도록 늦게하는 게 편함.
면접시간보다 5~6시간 전에 출발해서 여유롭게 도착, 도서관에서 휴식
자소서보다 생기부 위주 질문
대기실 분위기 엄청 조용함.

전

형

Cogito자기추천

지 원 학 과

바이오융합과학부

면 접 방 법

∙ 다대일면접(면접관 2명, 응시자1명)

질문 및 답변
Q1

바이오융합과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A 제가 생명과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병원과 약국에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을 자주 접하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약에 관련된 화학
과 생명과학을 기본으로 의약품화학공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어떠한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건국대학교 바이오융합과학부에 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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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교내 창의력 대회 (생명과학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교내에서 실시한 과학 창의력대회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과학 상식이나 시사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 방식
의 대회였습니다. 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사용해도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약품의
성분과 같이 영양분을 체내로 흡수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 소화과정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고 답했습니다.

Q3

2학년에 인문과학동아리라는 자율동아리어세 메르스와 사스 관련된 소논문을 적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인문과학 동아리에서 학술제라는 교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사스와 메르스의 한계 공통점과 그에 따른 의료시스템 개선”
이라는 제목으로 소논문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병에도 관심이 있었
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8년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도 전파 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두 바이러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조사 하면서 감염 병원 정보를 공개
하지 않았던 법적 대응 문제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률 높여주었던 닥터쇼핑과 병원 문화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Q4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2학년 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부장을 맡았던 EO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었
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A 2학년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1학년 때에는 부원으로 활동하여 잘 몰랐지만, 부장을 맡고,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 하며 활동을 잘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성공적인 실험 결과
로 이끌어감에 부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은 혼자서 돋보이기보다 우리 팀 전체가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목표로, 주제 선정, 실험 과정 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부원, 부장 또는 학년의 차별 없이 의견을 제
출하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Q5

진로 희망이 의약품 관련 직업인데, 제약공학과와 같은 약에 대해 전문적인 학과에 지원하지 않고, 왜 본교 바이오융합과
학부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A 어렸을 때부터 생명과학을 좋아했었기도 하고, 약과 생명과학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몸속에 있는 감염된 기관들을 치료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생
각되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바이이오융합과학부 의생명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저희(면접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요?
A 면접을 통해 교수님께 제 꿈을 이야기 해 드리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건국대
학교 바이오융합과학부가 제가 의약품 화학 공학 연구원이 되는 포부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생
각합니다. 사회를 이롭게 변화 시키고, 제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
도록 건국대학교 바이오융합과학부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기실 분위기는 엄숙하였지만, 면접장 분위기는 처음에 농담을 던져주는 살짝 풀어주는 분위기 였음.
∙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 착용 및 명창 패용이 금지이다.
∙ 별도의 신분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 필요함.

전

형

Cogito자기추천

지 원 학 과

바이오융합과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8분 면접 (1분 남았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림)
블라인드(학교이름, 주거지역, 본인이름 등 발설금지)
면접 후 2층에서 면접 응시자 대기 (영화를 틀어주고 빵과 우유를 나누어 줌, 면접 질문이 오후 조에 누설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내주지 않고 오후 조가 올 때까지 두는 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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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출결이.... 좋지 않네요. 왜 그렇죠?
A (1학년 때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성 복통 호소로 잦은 병결, 뭔가에 몰두하여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다보
니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과 그에 따라 생긴 스트레스로 복통호소, 2학년 때는 체육대회 때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하여
출결이 그렇게 됨을 말하고, 스트레스성 복통을 호소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것에 요
령이 조금 씩 생겨서 3학년 때는 이전 학년과는 비교적 적은 병결을 이야기 함.)
Q 자기소개서에 보면 발명을 하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A (완전히 포기 한 것이 아님을 밝힘. 한계에 봉착했던 부분과 경제성에 대해 우선 일단락 한 것에 대해 언급. 발명품-발
명동기-발명 과정-느낀 것- 미완성품이었으므로 진학 후 완성하고자하는 포부)
Q 비 특이적 면역에 대해 글을 쓴 것이 있다고 되어있네요. 비 특이적 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Q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Q 플레밍이 한 다른 연구가 뭐가 있는지 아나요?
Q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Q 노화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Q 왜 우리학과에 오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기타 유의사항
질문이 말의 끝을 흐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 능력이 요구 되는 것 같음.
시간이 몹시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요약해 놓고 정말 많은 이야기 할 거리가 있더라도 조금 자제하고 중요하고 임
팩트 있는 것들로 정리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음.
이야기는 흐름이 하나로 가는 것 하나만!! - 이야기가 있는 여러 이유들 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듯함.
모든 이유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짧은 면접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버림.
유튜브에 들어가서 학과, 학교, 학교의 학과 홍보영상 꼭꼭 찾아보기.
화장품연구원이 꿈인 학생이라면 면접 보기 전에!!!
- 유튜브에 밍구원 채널 보는 것 추천!!(- 밍구원: 취미도 화장품 직업도 화장품이라는 현역 화장품 연구원),
- K-mooc에서 대구한의대 한방화장품 강의 수강하기! 한방 화장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화장품의 베이스에 대한 내용부터
피부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 하고 있음.
- 기초화장품개론 책 꼭 공부하기!! (대충이라도! 읽기만이라도!) : 여기에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분류부터 화장품 회사도 분류
해 놓고, 피부의 구조, 화장품의 기본 성분 등등 정말 많은 것이 나온다. 꼭꼭 필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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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서울)
전

형

KGU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관광경영학과

면 접 방 법

8시 30분까지 대기실에 입실한 후, 자기 차례 될 때까지 준비해온 자료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 되면 면접실 앞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면 돼요.
면접관 두 분 계시고, 2;1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은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생기부랑 자소서 기반 면접, 그런데 자소서보다 생기부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2학년 때 투어플래너 직업체험을 하면서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멘토분을 만났습니다.
울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코스를 짜는 그 과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경영인이 되고 싶어 경기대학교에 지원하게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왔다고 하니, 오는데 안 힘들었
는지. 뭐 타고 왔는지 이런거 물어봐 주셨어요)

Q2

융합독서토론동아리에서 ‘빅데이터로 여행가자’라는 책을 썼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
A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한 책을 썼습니다.

Q3

책 쓸 때 목차 구성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A (질문 의도가 뭔지 잘 몰라서 대답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처음에 동문서답하다가 아..목차구성 이러고 구성에 대해서 다
시 대답했어요.

Q4

스마트관광에 대해 보고서를 썼는데, 스마트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A 준비했던 내용인데 말이 잘 안 나와서 횡설수설 아무렇게나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어요. 검색기록을 활용하고 뭐 이런걸
활용해서 어쩌구...

4-1. 스마트 관광을 정의내리자면?
A 이건 준비 못했던 거라서 떠오르는대 로 막 말했어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뭐시기..
이랬더니 면접관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에는 포괄적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Q5

봉사활동 시간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의미를 두고 했는지?
A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5-1. 가장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을 하나 말하자면?
A 점자 도서관 워드 봉사에 대해 대답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셨어요. 어떤 봉사인지, 점자도서관 찾아가서 했다
고 하니 그럼 관련 교육도 받았겠네요? 이렇게 물어봐주시고..
5-2.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설명
A 시각장애인 수능관련 기사 보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관련 봉사 찾아서 하게 됐다고 대답
5-3. 친구랑 같이 했어요?
A 혼자했습니다.
Q6

경기대학교에 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나요? 찾아봤다면 뭐 찾아봤는지?
A 건학이념,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교육과정 중에서 뭐 배우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당황해서 아무
거나 생각나는 거 관광자원론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를 보고 싶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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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3년동안 경기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4년 경기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싶다 뭐 이런식으로... 마지막 할 말
이랑 지원동기는 꼭 준비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서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특히 진로와 관련된 활동 있으면 그 부분은 꼭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접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 긴장
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긴장하고 들어갔더니 준비했던 대답도 머리가 새하얘지고 말이 잘 안나오더라구요

전

형

KGU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문헌정보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문헌정보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

Q2

작가와 사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작가는 책을 쓰고 사서는 그런 책을 전다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Q3

작가에서 사서로 꿈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A 많은 책을 읽으며 세상에는 좋은 작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
을 했다.

Q4

봉사 활동을 하며 느낀 보람 이나 힘든 점
A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던 것 같다.

Q5

도서부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사서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
A 친구를 도와 도서부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나와 맞는 것 같아 사서가 되기로 결심했다.

Q6

신문부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
A ‘Is War over’ 이라는 영상을 보고 전쟁이 진정 끝났는지에 대한 토론이 가장 인상 깊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문헌정보학과에 들어가면 이런 것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

형

KGU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융합학부

면 접 방 법

∙
∙
∙
∙

대기실에서 약 3시간 가량 기다렸기 때문에 긴장은 크게 안 되었음.
가번호을 부여받음.
면접관은 2명이고 2대1로 면접을 함.
꼬리질문을 많이 하였고 생기부 관련보다는 자소서 위주의 질문을 많이 함.

질문 및 답변
Q 오래 기다리셨네요. 긴장은 별로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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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하~ 그래도 첫 면접이라 약간은 긴장되요.
Q 아~ 그러셨어요. 먼저 학생이 가장 눈에 띄는게 과목별 편차가 큰 것이에요.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차이가 있는
편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A 과학 같은 과목들은 이해력을 요구하는 과목은 궁금증이 생기면 조사하고 실험하면서 이해력을 키우다 보니 성적이 좋아
지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반면에 암기력을 요구하는 과목은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나 노력으로 쉽게 바뀌지 않
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차이가 더 커졌구요.
Q 그렇군요. 자소서를 보니까 폐의약품에 대해 뭘 많이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본인 활동을 설명함.)
Q 봉사활동 시간이 원들히 많아요. 계기가 있을까요?
A 원래 교사가 꿈이라서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고민해 왔는데 교육봉사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많이 하였습니다. 재활원을 다니며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여 문제 해결능력 역시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까요?
A (준비한 대로 말함.)

기타 유의사항
∙
∙
∙
∙

면접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다.
물, 핫팩, 샌드위치를 나눠줘서 공부할 것들만 간단하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음.
면접관님들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 주었음.
수험표를 배부해주고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사진을 찍음. 반드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가기!!!

전

형

KGU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융합학부

면 접 방 법

∙ 오전 8시 30분 입실 (오후반은 1시 30분 입실)
∙ 휴대폰 및 반입 금지 물품 수거,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샌드위치와 물 제공, 수험표 제공
(기본적으로는 가져가야 함.)
∙ 면접 대기실에서 가져온 자료 검토 가능함.
∙ 교수님 2명 : 수험생 1명( 면접은 10분 진행. 7분 30초에 노크, 9분 30초에 노크)
∙ 생기부 내용, 자소서 내용 기반의 질문
∙ 블라인드 면접 (출신고교, 가족관계 관련 발언 금지)

질문 및 답변
사실 1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긴장해서 정확한 질문은 생각나지 않지만, 말투의 차이임.
<면접실 안>
아침 일찍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대답해주세요.
Q1

동아리 활동 중에 토론 활동이나 의견을 주고받거나 이끌었던 경험이 많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어려움은 없
었는지 대답해주세요.
A 소논문 주제 정할 때 토론 했었다고 대답했음.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물어봄.
A 꼬리 질문으로 소논문에 대해서 얘기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었음.

Q2

1학년, 2학년 때에 비해 3학년 때 봉사시간이 너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A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만”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업 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고 느껴서 학업에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었다고 말했음.

Q3

융합과학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네요. 어떤 대회였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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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지하게 준비했던 대회였기 때문에 진짜 있었던 에피소드로 대답했음.
<아쉬웠던 점>
1. 느낀점을 너무 솔직하게 대답함. 2. 1번으로 면접 봐서 긴장함.

기타 유의사항
∙
∙
∙
∙

학과, 학부마다 생기부 기반 or 자소서 기반 or 생기부 및 자소서 기반 갈린다고 하니 제대로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진위 확인 여부의 질문이 많았었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 제대로 숙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함. 생기부 내용 제대로 숙지하면 문제없음.
생각만큼 면접을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긴장 풀고 3년간 준비한 만큼 보여주고 오세요!

전

형

KGU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10분이내)

질문 및 답변
Q 1, 2, 3학년 경찰이고 생기부도 경찰인데 법학과에 지원한 동기?
A 법정 선생님께서 태완이 사건을 소개해주시면서 살인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를 찾아보면서
법을 알아가는데 흥미가 생겼고 꿈이 경찰이라도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 들어와 전문적
으로 법을 배우고 싶고 경찰이라도 법적 지식을 갖춘 경찰이 되고 싶어 법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법적 지식을 갖춘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냐?
A 범죄 유형이 다양한 만큼 경찰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법보다 더 넓은 범위의 법을 알고 있으면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했습니다.
Q 국보급 동아리를 했던데 무슨 동아리였나요?
A 사회이슈를 골라 토론하는 동아리였습니다.
Q 주제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A 먼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고르고 투표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이 있나요?
A 저는 사형제도 존치/폐지에서 존치의 입장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었을 때 범죄자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것이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형제도 유지만으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A 집행이 안되고 유지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억안남)
Q 동아리를 보니까 진로과학동아리를 했던데 꿈은 경찰인데 이유가 있나?
A 중학생 때부터 과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동아리에 들어가서 영상도 보고 실험을 하면서 활동하다보면 과학에 흥미
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Q 모의법정 동아리에서 시나리오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안남)?
A 네 먼저 학교 규칙을 보고 다른 학교 모의법정 영상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각자 시나리오를 쓰고 가장 잘한 것을 골
랐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7분 30초에 똑똑 해주고 9분 30초에 똑똑해줌. 분위기는 아주 좋음. 어떻게 왔냐? 등등 긴장을 풀어주려고 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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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KGU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으로 보이는 분 2명에서 면접을 실시함. 한명씩 보는 면접의 방식임.

질문 및 답변
Q 멀리서 오셧어요?
A 네! 그래서 어제 밤에 근처에서 하룻밤 보내고 왔습니다!
Q 누구랑 같이 왔어요?
A 아버지랑 함께 왔습니다.
Q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세요
A 저는 신소재 개발과 에너지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싶어 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신소재분야화학공학연구원이
되기위해 고등학교 과정내에서 ~~~ 활동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대학
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2학년때부터 수강할 수 있는 신소재실험이라는 강의에 꼭 참여하여 재료 실습법에 대해 학습을 하
며 신소재 개발 및 연구에 대한 노력을 할것입니다.
Q 1, 2, 3학년이 되면서 진로가 계속해서 바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A ~~~~~~ 구체화 하게되었다.
Q 인공태양에서 초전도체가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왜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A 강한 자기장을 묶어두기 위해 필요합니다.
Q 성적이 우수한데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때 탐구과목의 성적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A 저는 하나에 몰두하는 태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까지만 해도 문제가 정말 쉬웠기 때문에 막히는 문제없이 시간배분
을 잘하여 성적을 우수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때 올라와서는 난이도가 증가하였고 막히는 문제들이 생겨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막히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기위해 노력하면서 시간 배분을 잘하지 못하였고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였고 그 결과 3학년 때는 본인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식을 쌓았고 이 덕에 시간배분을 잘하여 성적을 향상시켰습니다.
Q 신소재랑 물리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A 저는 과학을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생명은 세포와 같은 크
기의 분야를 다룹니다. 화학은 원자와 분자 같은 크기를 다루는 학문이며 물리는 쿼크와 같응 크기를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소재는 크기 면에서 물리와 화학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저는 신소재가 물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초전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나요?
A 모릅니다!
Q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나요?
A 저는 돌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함으로서 원자의 개념과 같은 화학분야의 시작을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들중 틀린것도 있었지만, 맞는것도 있었기에 화학의 시초라는 점에서 돌턴이라는 과학자를 가장
존경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신가요?
A 저가 경기대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2가지가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진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소재개발
과 자연에너지소재 라는 수업에 꼭 참여를 하여 이 분야 대한 지식을 길러 저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NP라는 힙합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참여를 하여 경기인들과 함께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대입과정은 고등학교
과정보다 분명히 어렵기에 힘들것이고 스트레스 또한 받는 양이 증가할 것입니다. 랩이라는 힙합의 한 분야를 즐기며 스
트레스 또한 해소하며 학업능력을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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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셧어요 돌아가시는길에 아버지께 맛있는거 사달라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세요!
A 넵! 맛있는거 꼭 먹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에 있는 거 만 물어본다 괜히 교과지식 학습했다는 생각이 든다. 면접이 10분이라 대기시간이 길다 . 그렇기에 정말 준
비 단단히 하고 가라 물과 간식거리 주니깐 아침 안 먹고 가도 괜찮다. 근데 샌드위치 싫어하면 아침 먹어라. 나는 먹었다. 인성
부분이 기초적으로 작용하니깐 인성부분과 답변하는 능력까지도 기본적으로 본다. 어려운 질문 안 나오니깐 늘 하던 대로 하면
좋은 성적 거둘 것 같다!

전

형

KGU종합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면접 10분 이내)
~8:30까지 입실 (8:00부터 입실 가능)
8:30~9:00까지 유의사항, 자리배치, 전자기기 수거 (휴대폰 걷기 전에 감독관이 뒤에 있는 학생들은 미리 부모
님이나 친구들한테 연락하라고 기다려 주심)
9:00~ 면접시작 (블라인드 면접, 면접 볼 때 자기 앞 차례 들어갈 때 바로 대기실에서 나와서 면접실 앞에서
10분간 대기, 면접 볼 때 7분30초 9분30초에 노크함.

질문 및 답변
감독관님이 가번호 말해주고 문 열어주니까 들어가서 목례만 하고 인사말 하지 말라고 하심
A (문 앞에서 목례인사)
Q 어~ 들어와
Q2

학생 많이 기다렸지?
A 네...

Q2

기다리는 동안 뭐했어? (이거 긴장풀어주려고 하신거 같은데 이미 긴장은 저기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
A 어 그냥 생기부보고 그 감독관님께서 샌드위치 주셔서...

Q1

이제 질문 좀 할게
A 네!

Q1

(대충 수학이랑 과학 성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 정확하게 기억안남.
A 수학은 ~~ 과학은 ~~

Q2

그럼 과학 4과목 중에 자신있는 과목
A 한 개만 고릅니까?

Q2

아니 편하게 말해
A 물리랑 지구과학입니다

Q1

그럼 화학은 싫어하나?
A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따라잡기 힘든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Q2

생명과학은?
A 오우 생명과학은 정말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

Q2

생명 못해서 전자로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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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 (면접관 1 님한테 끊김)
Q1

진로희망을 보면 보통 3학년으로 갈수록 직업이 좁혀지잖아요? 근데 학생은 반대로 엄청 넓어졌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A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학년 때까지 전자에 관심은 있었지만 정확한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일단 여기에 맞는 직업을 목표로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영화 ‘어벤져스 3’에
아이언맨의 ‘나노슈트’가 눈에 들어와서 이것을 로봇에 적용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면 사용자가 원하는 도
구를 나노머신들이 재배열해서 그 도구의 형태를 갖추고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
해서 기계, 전자, 전기, 나노를 합친 것을 그냥 공학자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Q1

음 ~

Q2

(대충 상 받은 것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대회를 말해보라고 하는 질문)
A 제 전공과 관련된 대회는 과제연구 발표대회입니다.

Q2

어떻게 하게 되었나?
A 드론동아리에서 나가게 된 것인데 드론의 종류를 알아보면서 모터가 4개인 것과 6개인 것이 과연 성능면에서 어떤 차이
가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드론을 만들어서 비교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주제로 과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Q2

드론 직접 만들었어?
A CPU나 아두이노는 만들어진 것을 사고 프레임과 부분적인 것들은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Q2

자소서 2번을 보면 프로그래밍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했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문제인지 말해줄래?
A 일단 이 작업을 설계, 조립, 코딩 이렇게 3팀으로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설계, 조립을 담당했는데 드
론을 만들고 비행이 안돼서 모든 팀에서 한번 씩 검토를 하다가 코딩팀에서 CPU와 모터 사이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해결했습니다.

Q2

뭐야? 너가 해결한 거 아니네?
A 아.. 네!

Q1

그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줄래?
A 아 123D디자인을 이용해서 틀과 연결점을 설계했고 큐비콘을 이용해서 뽑았습니다.

Q1

그 부품 뽑을 때 잘 뽑혔나요?
A 네 여름에 해서 수축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에어컨 때문에 엄청났지만 이건 면접이 끝나고 생각나거라 넘어감)

Q1

아 그렇구나. 이제 시간이 다돼서 마지막으로 이건 말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하세요.
A 경기대학교 인재상 ‘진성애‘로 3행시 짓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Q1

하세요 대신 빠르게
A 운 띄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Q1

네 진
A 진정한 전자공학자는 전자공학 교육과정에서 많은 과목과 실험을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인

Q1

성
A 성실함으로 이 끈기를 지탱해서 최고의 전자공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Q1

애
A 애정 많은 관심으로 동기와 그리고 내년에 또 저처럼 면접보고 들어오는 고생한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쉽이 저
한테 있음을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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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전

형

한마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
미리 공지된 면접 예상 질문지 내에서 2-3개 정도 질문

질문 및 답변
Q1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뛰어들어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국제구호간호사가 되고 싶은 황유진입니다. 제가 간호학과에 지원하
게 된 동기는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간 단기선교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질환들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치료를 하는 간호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 또한 그 분들과 같이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 간호사가 되고자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경남대
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학업계획
A 제가 경남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우선 ‘쎈’이라는 영어동아리에 가입해 외국유학과 국제구호활동을 대비
해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
양한 활동들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2년간 간호사로서 병동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접해보면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활발한 국제구호활동을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3명씩 대기해서 3:1면접

전

질문 및 답변
Q1

학교를 방문해서 둘러봤을 텐데 학교의 이미지. 인상은?
A 우선 저는 경남대학교의 많은 선배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방문이전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잘 정된 느낌이고 대학교 땁게 활긴찬 느낌이 좋았습니다.

Q2

간단한 자기소개의 지원 동기는?
A 골든아워를 지키는 외상텐터 간호사를 꿈꾸는 지원자 김헤림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병원 견학을 다녀온 후 간호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센터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를 보고 외상센터는 그 센터
가 위치하니 권역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 최후의 보루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외상센
터라는 장소 특성상 환자들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린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때부터 외상간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남대학교 간호학과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신의 있는 창조인이라는 인재상이 저의 간화사에 있어서
직업관과 잘 맞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노력?
A 전공 과목을 책임감 있게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과는 다르게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것들
은 후에 간호사 로서 일을 할 때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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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3명씩 대기해서 3:1면접

전

질문 및 답변
Q 간단한 자기소개와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저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과 같이 저의 밝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간호학과에 지원한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간호사
의 직업 특성상 환자들의 가까이서 간호할 때 다른 의료관련 직종들보다 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가 자신의 의료지식으로 환자의 건강회복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건강회복 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하며 스스로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 또한 간호사
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역할이 저의 성격인 긍정적 에너지에 있어서 간호사와 적합하다 생각합니
다. 따라서 제가 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도 간호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목표를 이루고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해보고 싶은 일과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 보세요.
A 저는 간호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간호사분들을 보조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경험을 쌓고싶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가장 효
과적일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가장 안정을 얻어야하는 존재인데 간호사가 당황을 한다면 환자 또한 안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침착함을 기르기 위해 이론과목들을 완벽히 숙지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간호사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증상
에 알맞은 간호를 보고 익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졸업 후 저는 호스피스병동의 간
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노인분들이나 암말기의 환자분들이 오시는 만큼 마지막을 지킨다는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배운 이론과 실습으로 실제 임상에서도 침착하게 환자분들을 간호하고 싶습니다.

전

형

군사학과전형

지 원 학 과

군사학과

면 접 방 법

오전, 오후 각각 7개 또는 8개의 조로 수험번호순으로 편성됨. ex) 1조, 2조, ..., n조
편성된 조는 무작위로 면접 순서가 결정됨. ex) 첫 번째-5조, 두 번째-3조, 세 번쨰-7조
-면접장마다 면접을 실시하는 조의 순서가 모두 다름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을 각각 한 번씩 총 3번을 걸쳐 들어감. 들어가는 면접장의 순서 역시 무작위. ex)
(예를 들어 자신이 1조에 편성되었을 경우) “1조는 2면접장, 1면접장, 3면접장 순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라
고 면접 도우미로 참가한 본교 군사학과 선배들이 안내함.
면접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본교 선배들이 직접 통솔하고 안내하므로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함.

질문 및 답변
본인은 2면접장, 3면접장, 1면접장 순으로 면접을 진행함
<2면접장> - 육군 현역 장교 2명이 면접관으로 직접 심사함.
2면접장은 토론 면접으로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한 조가 모두 들어가 면접관 앞에서 실제로 토론을 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과
정 전체를 심사함.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하나 더 제시하며 그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발표함.
Q 개인발표 :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은?
A (선진국이라하면 떠오르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프랑스,독일,영국}을 예시로 순위를 매겨봄)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이 앞장서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한다고 생각하여 미국이 1순위. 2위는 압도적인 규모로 세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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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첨단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세계에서 4번째로
꼽히는 육군군사력을 보유한 ‘우리’한국이 순위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어 3순위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유
럽국가라고 생각함. 이유는 저들 모두 국가규모나 경제지위 또한 그들의 기술력 등의 부분에서 대동소이한 차이를 보인
다고 생각하여 비슷한 순위를 매김. 마지막으로 일본이 뒤를 쫓고 있다고 생각함. 국가가 보유한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
정받을만하나,, (최근 국가정세를 고려하여 답변)
<3면접장> - 군사학과 교수님(육군 장교 출신)과 현역 육군 장교 대위가 직접 면접관으로 심사함.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질문.
Q 군사학과는 다른 학교도 많은데 굳이 경남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A 군사학과 전형으로 지원하여 군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면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최소 대위까지 장교 근무가 보장된다
는 장점을 들어 설명.
Q 지원한 다른 대학은 어디?
A 재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가정형편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여 합격 가능성이 높은 타 학과(군사학과와 관련없
는) 한 곳과 경남대학교 군사학과에만 지원했다고 답변함.
(실제와는 다르지만 본교입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이 답변함.)
Q NJ, 즉 노재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A 과거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대 국가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민주적으로 부당한
주장을 펼친 기록 또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집단이 주장하는 바는 옳은 방향이
라고 생각함.
<1면접장> - 1면접장은 장교로 임관하였을 때의 모습을 심사하기 위해 특이하게 면접을 진행함.
면접을 진행하기 전 두 면접관(행정직 군무원과 현역 육군 장교)을 마주보고 열중쉬어, 우향우, 뒤로 돌아,앉아, 일어서 등을 실
시함. ‘열중 쉬어’와 ‘우향우’, ‘뒤로 돌아’를 실시할 때 반드시 오른발이 움직임을 유의하고 ‘앉아’, ‘일어서’를 실시할 때에는 손
으로 허벅지를 받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릎 앞으로 팔을 모으고 무릎을 붙인 채로 실시할 것을 유의함.
Q 지원동기를 질문함.
A 앞서 다른 면접장에서 말한 내용과 더불어 장교가 되기 위한 의지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임.
Q 장교가 되면 군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본인은 중학교 시절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급에서는 반장과 기숙사에서는 자치위원을 맡아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로서 집단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도 간단하게 덧붙임. 마지
막으로 누구보다 장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함.
Q 어떤 장교가 되고 싶나?
A 장교는 리더쉽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앞서 답변했던 내용중 핵심 키워드 2~3가지 정도를 언급하며) 전우들의 영
광과 사명감을 포함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장교가 될 것임을 강조함.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본교 군사학과와 졸업 후 장교 임관에 대한 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자신감을 보임.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말로 마무리.

기타 유의사항
경남대학교 군사학과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조끼와 자켓을 포함한 동복 정복을 입고 가는 것이 가장 인상적.
면접장에 들어갈 때에는 가장 밑 단추를 제외한 나머지 자켓 단추를 모두 잠그는 것이 좋음.
셔츠 단추는 목 부분까지 모두 잠그고 넥타이가 있는 경우 느슨하지 않게 조여 매는 것이 좋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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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군사학과전형

지 원 학 과

군사학과

면 접 방 법

집단토론, 인.적성검사 생활기록부토대 질의응답

질문 및 답변
집단토론.
Q1

회사에 구조조정을 하려 한다 반드시 1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A사원은 사장의 아들이고 현재 공부중이다. B사원은
30년간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왔고 정년퇴직까지 5년 남았다. C는 현재 매우 중요한 회사 거래를 앞두고 있다.
A A사장의 아들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 A사원은 아직 이 부서에 있어 특별한 성과도 없을뿐더러 중요한일도 맡지 않고 공
부중인 상태이다. 또한 B사원은 회사를 위해 30년간 열심히 일을 해왔다 또 정년이 5년 남았다는 이유로 빨리 구조조정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숙련된 경험이 추후 5년간 성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C사
원은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는 뜻은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수 없다는 얘기이다 C사원은 충분한 실력이 있
었기에 중요한 일을 맡을수 있다. 따라서 거래의 성사시 그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것이고 또 실패 하더
라도 경험을 쌓아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 A는 사장의 아들이므로 구조조정을 당한다 하여도
밑에서부터 다시 경력을 쌓아올릴 충분한 기회 있음. 그렇지 못하더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능력을 발휘하면 됨.

인성검사. 질문400문제로 구성 50분 이내로 풀면 됨 머리 쓸 필요 없이 시간 넉넉함
적성검사. 질문1/(면접관 육군본부 소령, 경남대학교 학과장) 질문1/ 앉아. 일어서. 좌향좌. 쭈그려 앉아. 일어서. 자리에 착석.
Q2

군사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저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등등 나라의 힘이 약해 많이 참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
상님들은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을 많이 흘려 지킨나라를 그들의 뒤를이에 명예롭
게 조국을 수호하고자 하여 군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가장 존경하는 인물?
A 이순진 전 합창의장입니다 그는 여단장시절 양구에서 군인병사 몇 명이 폭행당하는 것을 강하게 대응하여 주민들과 피의
자에게 사과를 받아낸 전설적 인물. 또 군내에서는 순진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따뜻한 지휘관임. 팔로워 리더쉽이 두루
갖춰진 훌륭한 장교 또 3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군의 최고 4스타로 진급해 최고의 존경 인물.

생활기록부 개인질의 (면접관 육군본부 중령, 대위)
Q1

고등학교때 선도활동을 일주일에 한번 하는걸 왜 굳이 시간을 내며 매일 하였는데 왜인가?
A 고등학교 2학년때 학교의 질서는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혼잡된 질서를 꼭 바로잡고자 하여 매일 시간을 쪼개어
선도활동을 매일 하였습니다.

추가질문1/선도활동 중 힘들지는 않았는가?
A 처음에는 당연히 말을 안 듣는 친구도 있고 힘들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더욱 냉정하게 할수록 아이들은 질서가 잡히게
되어 뿌듯하였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결코 시간을 쪼갠 것이 후회되지 않았다.

기타 유의사항
총 2박 3일로 3일간 면접이 진행된다. 첫째 날 간단한 신분검사와 인성 검사시험을 친다. 시험은 400문제 50분으로 되었고
글만 읽으면 푼다. 머리 쓸 필요도 없고 시간도 남는다.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이걸 토대로 적성평가를 시행한다. 그 다음
은 체력검사가 진행된다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달리기 가있다 급이 정해져있으며 포기하지 않을시 등외는 없다 본인은
1등 했다. 첫째날 종료시간 ~05.00 남은시간 은 경남대 선배와 석식 후 숙소로 돌아간다. 숙소는 군사학과 전용 건물이라 통행
시간 제한이 없다 본인은 그냥 새벽까지 노래방 갔다가 놀다가 왔다.
둘째날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본인은 1조라 11시에 시작 나머지 뒷조는 1시에 진행된다. 국군부산병원에가서 간단한 신체검사
를 받는다. 가는도중 해운대 아이파크가 보이는데 엄청나다 사진 찍으면된다. 그리고 병원 옆에 군부대가 있는데 몰래PX가서 맛
있는거랑 화장품 많이 건지면된다. 들키면 그냥 혼난다. 신체 검사이후 학교로 돌아와 중식을 먹고 자유다 뭘해도 된다. 그리고
석식을 먹는다. 그 후도 뭘해도 자유다 본인은 전날 너무 놀아서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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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집단토론 및 면접이다. 그날 대통령이 학교방문으로 다른 건물에서 면접을 봤다. 먼저 집단토론시 5명이들어가 먼저 제
시된 문제에 대한 개인의견을 하나 씩 제시한다. 그다음 토론이 진행된다. 그런데 토론전 15분의 회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수험생
들과 함께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좋다 가령 A는 찬성 B는 반대 일 경우 A, B가 합의해 서로 같은 의견을 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좋고 1번째로 말하는게 더욱좋다. 두 번째 방 에서 개인질문이 시작된다. 고급간부가 보여서 신기했다. 3일째라 떨리
지도 않고 친근하다. 3번째 방 에서는 생활기록부 바탕 질의응답이 시작된다. 전과마찬가지로 너무 익숙하다. 면접이 맞나 싶었다
그냥 아빠인줄.. 이러면 오전에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본인은 오전반 오후반은 5시에 종료된다. 일정 종료시 개인귀가하면 된다.
이 학교의 선배들이 재미있었고 군사학과는 특유의 집단체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학과는 개인적 행동이지만 군사학과는 결
속력과 단합이 잘 되어 있어 매우 재미있었다. 솔직히 면접이 이렇게 재밌고 편할 수가 없다. 또3일째에 면접이라 1,2일차에 면접
관을 많이 봐 놓아서 떨림도 없다. 또 숙소 의 통금 없는 것이 놀랐다. 캠프이다. 또 여기는 육군협약 대학이라서 졸업 후 7년간
육군 장교로 생활한다. 따라서 생각을 깊게 하고 지원하였으면 한다. 등록금은 육군에서 내줘 공짜이다. 또 숙소에서 밤10시가 되
면 선배한테 치킨사달라고 조르면 된다. 학교의 전통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매우 재미있었고 떠나기 아쉬울 정도로 정이 쌓였다.
편하게 준비하면 되고 목소리만 또박또박 우렁차면 되고 눈에 살기가 있어야 한다.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고 시간을 끌지 마라
더 손해 이다. 생각이안나면 조금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된다. 또 둘째 날 엄청난 시간여유로 솔직히 그날 준비해도 될 정도이다.
제일 궁금할 급식이다 급식은 중식, 석식으로 구성되어있고 4가지메뉴로 구성되었고 맛있다 ㅎ 그럼 셋째날 조식은 어떻게 먹
나? 숙소 옆에서 밥을 사준다. 맛있다 엄청 둘째날 조식을 첫째날 P.m09;00부터 공복상태여야 한다. 신체검사를 위해서. 만약
재검 뜨면 다시 부산 가야 한다. 꼭 먹지 말라. 또 학교주변 먹을 것 놀 것도 꽤 있는 편이다. 또 오전 오후 조는 지원순에 따라
나뉜다 무조건 오전이좋다. 오후조는 이도저도 안 된다. 혹시 생각있으면 지원가능날짜 첫째날 바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집단 토
론 시 모두가 같은 의견이면 면접관에게 반박이 들어온다. 그건 면접 전 토론시간에 5명과 모든 변수를 다 생각해놓으면 된다.
집단 면접은 무조건 여러 명이 똑같이 점수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혼자살고 싶으면 약속을 깨면 된다. 혼자 다른 의견일시
점수는 더 높게 준다. 의리인가? 점수인가? 본인의 판단. 생활기록부는 보고 리더십 팔로우십 또 군사자질 등만 봐서 준비하면
된다. 어짜피 딴 건 필요하지 않다. 본인판단에 추후 지휘관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것만 생기부에서 뽑아서 준비하면 된다. 출결
무단2일까진 묻지도 않는다. 무단 많아도 감점은 미미하며 합.불에 큰 당락은 치우쳐지지 않는다. 왜 무단인지 대처만 잘하라. 필
수품은 신분증 및 옷 세면도구이다. 교복 필요없다. 체력 보는데 무슨 교복인가 대충 운동복이면 OK. 마지막으로 적성검사에서
앉아 쪼그려 등등 제식을 간단히 본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모르는 상태로 가면 된다. 어짜피 선배가 다 알려준다. 그래도 모른
다? 계속 물으면 된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한마인재
기계공학부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문을 스태프 분께서 열어주시고 “(수험번호)○○○입니다.”하고 말씀하신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음)
Q (웃음)왜 인사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A 인사하는 것이 예의고 들어갈 때 인사하려고 준비해서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Q (웃음)인상이 좋네 학생 멀리서 왔네요?
A 네, 울산에서 왔습니다.
Q 언제 출발하셨어요?
A 5시에 출발했습니다.
Q 아침도 못 먹었겠네요. 일찍 끝내줘야겠네
A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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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게공학과에 지원한 ○○○입니다. 제가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 진로 희망인 로봇 공
학자가 되기 위해 관련된 지식을 얻으려고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교생활 중 로봇기초 라는 수업을 통해 로봇공학
과 기계공학, 생체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공학, 생
체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평소 좋아하던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우리 아들이랑 꿈이 같네요.
A ㅎㅎㅎ
Q 대답도하고 인상도 좋아서 좋네요. 혹시 좋아하는 교과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공부는 교과서에서나 사용되는 정보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슈퍼 문 현상이나 태풍의 위험 반원 안전 반원 등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고, 뿐만 아니라 뉴
스를 통해 블랙홀 관측 방법 등을 찾고, 탐구해보며 재미를 느꼈습니다. 곧 이 재미는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탐구심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 키워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Q 교수님 2: 대답 잘해서 좋네...
(압학사정관으로 보이는 분이 끼어들었다.)
Q 제가 그분야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물리랑 수학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과목은 싫은가요??
A 물론, 물리도 좋아하고 즐기는 과목이지만 아직 동역학이나 열역학 같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진학하여 배우고 싶은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싫어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은
과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3D프린트와 구분구적법의 특징을 비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수학문제를 풀 때도 제가 끝까지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친구나 선생님께 질문을 하며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Q 아~~ 끝까지 노력한다?
A 네네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지구과학과 로봇에 대한 연관성을 이야기 하려함)
Q 혹시 울산 사시는데 울산대 지원 하셨나요??
A 넵 가까워서 지원하였습니다!!
Q 대답 잘해서 덕분에 잘 진행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8시 30분 입실이지만 9시 넘어서 까지 오는 학생도 많고 늦은 학생들 탈락이라 공지 했지만 탈락시키지 않았다, (아마도 이번
에 1차 합격 인원인 5배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 듯하니 지각하거나 하지말자.) 기본적으로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9시에 유
의사항안내 및 질문, 신원확인을 한다. 그리고 중간에 지루할까봐 학과 소개영상을 틀어주는데 준비가 덜 됐으면 영상 속 정보를
활용해도 될 듯하다. 자신차례가 되면 복도로 이동하고 면접시간은 보통 3~5분이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교수님들이 대기실에 들
어와서 보고 가신다. 중간에 계신 교수님은 인상이 좋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지만 1번 자리에 앉으신 입학사정관분은 살짝
공격적이시다. 3번 자리 교수님은 말없이 웃고만 계심. 그리고 기본적으로 웃는 얼굴이 중요한 것 같다. 위에는 얼마 안적었지만
“학생 인상이 좋네“만 4~5번 들었다.(살짝 소름 돋는다.)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에서 관련성 적은 과목을 이야기하려면 연광성에
대해서도 한 번에 다말하자, 아직도 이에 대해 말 못한 것이 아쉽다. 면접시간은 보통 3~5분이지만 답변이 길었는지 나는 7~8분
정도 했다.(앞에서도 이런 학생이 2~3명 있었다.) 그래도 길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 최대한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자. (참고로
앞에 학생은 1분 만에 나왔다. 시계보고 질문 종이 꺼내는데 나와서 바로 들어갔다. 제발 이러지는 말자.)

전

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3:1 면접, 면접시간은 약 4분, 면접관 세분이 돌아가며 질문함. 홈페이지에 제시해주는 예상 질문에서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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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울산에서 오는 거면 오늘 새벽에 출발했어요? (긴장 풀기 질문)
A 하루 전에 와서 마산 구경도 하고 오늘 면접보러 왔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A 건강한 미소와 타인에게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어진고등학교 채희경입니다. 저는 평소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스포
츠클럽활동을 자주 참여했습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물리치료를
받거나 간단한 테이핑을 직접 해보니 상태가 괜찮아지는 것을 보고 저 또한 물리치료사가 되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
할 때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경남대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해보고 싶은 일과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보세요.
A 전공 공부를 하면서 동아리 중 스포츠물리치료관련 동아리에서 테이핑을 배우거나 멘토링을 진행해보고싶습니다. 최근 유
튜브를 통해 패럴림픽 종목인 ‘골 볼’을 접하였는데 신체적으로 불편하지만 자신의 종목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패럴림
픽 선수들의 상태를 케어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고싶고 또는 평소 관심이 많은 여자배구단의 물리치료사가 되고싶습니다.
Q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를 간략이 설명해보세요.
A 저는 기하와 벡터를 좋아합니다. 처음엔 수학을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창의적 수학
구조물 만들기 대회와 수학 교구 만들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기하과 벡터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직접 적용하여 만들기도 하면서 수학이 단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는 과목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Q 우리학교 뽑아주면 올 건가요?^^
A 당연히 오고 싶습니다. 학교도 너무 좋고 학교 앞도 너무 잘 되어있어서 뽑아주신다면 꼭 오고싶습니다.
Q 자신의 장점을 소개하고 아울러 단점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얘기해보세요..
A 제 장점은 타인에게 밝은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에게 “이제 니 얼굴만 봐도 재밌어”라는 말을 들을 만
큼 친구들 사이에서도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 단점은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해보고
싶어 참여를 하다보면 때때로 제 스스로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쁜 일, 중요한 일로 나누어 순서를 정
해 시행함으로 제 단점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전

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미술교육과

면 접 방 법

3:1면접, 개인당 3~5분 정도 / 2가지 질문은 사전에 통지 된 5가지 질문 중 랜덤으로 2개
1가지는 당일 아침 면접보기 5분 전에 공개하고 생각할 시간 가진 뒤 입장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와 자기소개 (사전 공개질문)

Q2

초현실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대표적인 작가 3명 이야기 하세요. (당일 아침 공개된 질문)

Q3

대학 진학 후 하고 싶은 공부 (사전 공개질문)

기타 유의사항
다른 학과는 대기실 가는 길 안내가 되어있었는데 미술교육과는 안내가 없었어요. 대기실이 3층인데 계단에 외부인 출입 금지
라고 쓰여 있어서 저 포함 몇 분이 1층에서 방황하다 제가 먼저 올라가 봤더니 그냥 오면 되는 거였어요. 특별히 안내가 안 되있
으니 택시 기사님께 예술관 앞에 내려달라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요. 28번이었는데 3시간 기다렸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대화가 금지라서 3시간 동안 공부할 거 안 챙
겨 가시면 정말 지루하실 거예요. 전자기기 말고 챙겨간 책이나 프린트 물은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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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분들은 한분은 저를 보지도 않으시고 고개만 숙이고 질문 하셨고 한 분은 가끔씩 시큰둥하게 봐주시고 한 분은 생글생
글 웃으면서 봐주세요. 그 분 덕분에 크게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일 공개된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많이 없었는지 초현실주의 간략히 설명하고 나서 대표작가로 샤갈 한 명만 말했는데도 면접
관님 3분 다 놀라셨어요.
꼬리 질문 같은 것도 안하시고 딱 저거 3개만 불어보시는 사전에 준비만 열심히 해가시면 붙을 수 있을테니 포기하지 마세요.

전

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바이오융합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수험생 1명으로 3:1 면접
1인당 3~5분 소유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바이오 융합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지원자 ㅇㅇㅇ입니다. 왜 제가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지 궁금해 하실 거 같습니다. 물의 특성인 유동성처럼 융통성 있고 모든 지식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
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이오 융합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진로를 찾아 요리학원을 다니던 중 다양한 재료로 색다른
식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 바이오 융합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A 저는 생명과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생명과학은 인체와 가장 밀접하고 제가 전공 하고 싶은 과와 연관성이 가장 높기 때
문입니다.

Q3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학습이나 (동아리)활동 경험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A 체육대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중심은 협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4

자신의 장점을 소개하고 아울러 단점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얘기해 보세요.
A 제가 생각 하는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덕분에 부정적인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무
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단점은 다른 사람이 상처 받는 것을 싫어하여 말을 조심히 하려하다 보니 말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해보고 거울을 보며 말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하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하진 못해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Q5

바이오 융합학부에는 3개 전공(식품개발전공, 생명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이 있는데 어떤 전공을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
지 얘기해 보세요.
A 저는 식품개발전공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과목을 시작하여 전공과목과 교양과목들의 수업에 열심히
임하며 학우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심화된 내용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예상 질문 내에서 모든 면접 질문이 나오니 면접 예상 질문을 준비 잘 해가면 좋음.
수험 번호 순으로 면접이 진행 되므로 수험번호가 뒷 번호라면 읽을 책이나 준비한 예상 질문 답변을 보고 있어도 좋음.

전

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스포츠과학과

면 접 방 법

개인 면접, 면접관 3인, 인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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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와 지원한 동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여 스포츠로 누군가에게 도움
을 주고 싶습니다. 스포츠의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스포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경남대 스포츠과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 있는 스포츠 종목과 이유
A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Q 향후 가지고 싶은 직업과 그 이유
A 스포츠 구단에 들어가 선수들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스포츠과학과

면 접 방 법

개인 면접, 면접관 3인, 인성평가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A 저는 운동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접한 농구를 하면서 같은 시간을 쓰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구를
하고 싶어 농구들 할 때 제 몸 어디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찾아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합적인 명칭이 스포츠 과
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농구를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하였는데 농구 말고 다른 운동들에 대한 관심도는?
A 저는 농구를 하면서 자연스레 운동 신경들이 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을 처음 접해도 불구하고 기본이상을 하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들에 대해 관심이 가져지고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화감 없이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Q3

이 학과를 졸업하고 향후 계획
A 저는 스포츠 과학에서도 스포츠 의학 역학 심리학 등 세분화 되어있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심리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 구단에 들어가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를 통해 선수들의 실력을 끌어올
리는데 힘쓰고 팀 성적이 좋아지는 것에 관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전

형

한마인재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개인 면접, 면접관 3인

질문 및 답변
Q 이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Q 전자공학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Q (동기 관련한 꼬리 질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Q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A 저는 스포츠 과학에서도 스포츠 의학 역학 심리학 등 세분화 되어있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심리
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 구단에 들어가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를 통해 선수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힘쓰고 팀 성
적이 좋아지는 것에 관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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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면 접 방 법

1. 대기실에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함께 대기하다가 진행위원님이 각 면접고사실 별로 한사람씩 호명해주시
는 방식입니다.
2. 입실시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종이나 프린트물을 볼 수 없어서 가방 싸서 앞으로 제출해야 해요.
3.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가방과 함께 앞으로 제출해야 해요.
4. 화장실은 진행위원과 함께 가야하고 빵이나 우유처럼 간식거리 제공해 주셨어요.
5. 면접은 2:1진행이고 두 분다 프린트물 혹은 노트북 보시면서 질문 하셨어요.

질문 및 답변
본인: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0-17번입니다
교수님: 네 자리에 앉으세요 & 블라인드 면접 안내
질문은 총 4개를 할 거고 답변은 최대한 짧고 명료하게, 자소서나 생기부 내용 반복해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성적을 보니 영어나 과학이 1학년 때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는데,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는지?
A 영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예습노트를 활용해 공부하였고, 조 활동을 하며 HELPER라고 친구들을 가르쳐 주고 도우
며 하는 공부를 하다보니 성적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내용이나 이해가 안되는
내용은 확실히 알기 위해 4번정도 복습하고,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그래도 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A 가장 주된 원인은 공부량을 점차 늘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래도 좋은 현상이네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아리 ‘메카텍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동아리에서 현대 건축가를 조사했다고
되어있는데 현대 건축가를 소개하고 설명하자면?
A ‘메카텍트’ 건축 동아리는 평소 제가 궁금했던 건축 기술이나 양식을 조사해서 이를 자료집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평
소에 건축물을 보고 느꼈던 저만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자유롭게 기록해 놓으며 점차 제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나갔던
동아리입니다. 저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에 대해 조사하고 그의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건축관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을 통해 배우고, 저 또한 독특하고 개방적인 건축물을 지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여러 가지 장을 맡으며 리더로써 많이 활동한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로써의 자질은?
A 제가 생각하는 리더로써의 자질은 소통능력과 민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는 것을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통능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솔선수
범하여 해결책을 제시 해야하기 때문에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Q 건축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중 건축캠프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건축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게
되었는지?
A 건축캠프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트러스 구조의 다리를 만드는 활동 등 많은 활동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인구증가’라는 주제로 건축물 모형을 설계한 것입니다. 저는 인구증가가 가져오는 단점에 주목하여 식량 문제, 일자리
부족문제, 교통체증과 같은 문제점들이 심화되어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
즉 회색세상을 더 퍼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자유롭게 쌓아올린 건축물을 설계하고, 자유롭게 설계
한 창문과 옥상의 정원을 통해 회색 도시속에서도 활기있고 생기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면도
나 평면도 등 도면을 그려보며 건축가가 사람의 이동 동선이나 편리함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해야하고, 사람의 삶을
설계하는 의미있는 직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얻어서 다시 보게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어요.
본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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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면접 분위기가 생각보다 엄청 편안해서 긴장하나도 안하고 답변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과의 거리는 엄청 가까워요 어떤 책상하
나를 두고 마주보는 구조라서 아주 가까웠어요. 위에 적어놓은 대화 말고도 면접 질문 끝나고 다른 대화 좀 나누었는데 두 분 다
엄청 편하게 해주셨어요.면접 질문은 예상문제에서 다 나올 만큼 기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두 분 다 잘 웃어주시고 고개도 끄덕끄
덕 해주셔서 말 더듬더듬하지만 않으면 면접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2명의 교수와 2:1 면접
화기 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였음. 완전 엄숙함. 딱딱한 분위기였음.
대기실 분위기는 자유로웠으나 면접 준비 자료를 못 보게 했음.

질문 및 답변
(교수1) 블라인드 면접인 거 아시죠? 학교, 성명, 수험번호 일체 말하시면 안됩니다.
Q 사회 수업의 “공정무역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반대 측 입장을 주
장하셨다고 했는데, 이 입장은 학생이 직접 결정한 건가요?
A 네. 토론 준비를 위해 기사 스크랩 활동을 하였고, 다양한 공정무역의 단점, 공정 무역을 하지 않으면서 공정무역을 진행
하는 듯, 마케팅으로 공정 무역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반대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Q-1. 그러면 공정 무역을 마케팅으로 악용하는 회사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스타 벅스 사례를 이야기함
Q-2. 그럼, 스타벅스가 이런 마케팅에 있어 불법을 저지르는 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A 아직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크게 관심이 없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2) 기타 생기부에 기반한 질문을 함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교수2:학생1 / 1조당 16~18명/ 4명씩 면접실 앞에서 대기
시사문제 없었음 생기부 자소서만 보고 질문함

질문 및 답변
Q 성적이 좋은데 왜 3학년때는 1등급이 한 개죠?
Q 가장 좋아했던 과목, 왜 좋아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Q 진로희망이 마케팅 전문가인데, 마케팅 전문가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Q 실용적인 책을 많이 읽었네요. 학생부 종합을 노리고 읽은 것인가? 학생이 고전을 많이 읽어야지.
Q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을 읽었네요 어떤 책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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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강당에 들어가면 읽고 있던 생기부 자소서 전부 제출해야 하고 외투나 가방 휴대폰 수험표 전부 제출하고 가번호 적힌 종이 따
로 받음. 신분증이랑 가번호 적힌 종이에 있는 얼굴이랑 비교하니까 신분증 꼭 가져가야 함.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2명을 상대로 면접 봄. 블라인드면접. /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경영학과 같은 경우 1차는 3배수로 뽑음

질문 및 답변
Q 좋아하는 과목이나 잘하는 과목과 그 이유
A 국어라고 생각 국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성적에 집착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 생각함.
Q 진로희망을 사회적 기업가로 정한 이유
A 어릴 때 부터 봉사활동을 하며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중점으로 진로를 찾기 시작. 사회적 기업가
가 되면 회사내외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사회적 기업가로 진로를 정함
Q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에세이 대회에 3년 내내 참여했는데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A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 한다
Q 기가나 정보의 등급이 다른 과목보다 낮은 이유?
A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과목보단 주요 과목의 등급이 높은 것이 나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Q 생기부에 적힌 책 두권의 내용 아는지 물어봄 (국가란 무엇인가, 세게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Q 생기부에 적힌 브렉시트가 영국이나 세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보시오
A 브렉시트가 진행되면서 영국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투자나 지원 같은게 감소.
∙ 그럼에도 영국의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보지 못했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겠다.

기타 유의사항
수능 치고 이틀뒤에 면접을 봐서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으니 미리해 둘 것,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2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체제이고,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하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체
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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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질문: 그럼 본인은 무슨 체제를 더 지향하시나요?
A 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를 더 지향합니다.
Q2

회계사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왜 경영학과대신 경제학과에 지원하신거죠?
A 제가 2학년때 처음 경제라는 과목을 배우고,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활동하는 등 경제에 많은 관심이 생겼기때문입니다. 회
계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업이고, 경영학과 더불어 경제학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고싶은 것을 배우면서 회계사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3

자소서에 수학이 공부하기 힘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학과는 수학이 중요한데 대학와서 어떻게 하실건지?
A 제가 원래는 수학을 잘 하지못했으나 3년간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만의 공부법도 만들고 성적도 많이 향상시켰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학해서도 제가 공부해왔던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Q4

자소서내용 중에 케인즈의 경제체제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죠?
A 생각안나서 대충 얼버무림

Q5

봉사활동 꾸준히 성실하게 하셨네요.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A 저는 주로 병원복이나 수건같은 빨랫감을 개는 일을 하거나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몸이 불편하셔도 다들 웃으며 일하시는 것을 보고 평소에 불평하던 제 삶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꼬리질문: 음 하루에 몇 시간정도 했나요?
A 하루 4시간씩 했습니다.
Q6

그럼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A 저는 농어촌같은 곳도 기회균등을 위해 수도권들과 같은 비중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
∙
∙
∙
∙

긴장 살짝 풀어주는가 싶더니 시작해버림
2분 스피치 이번년도 부터 폐지됨
지원동기 하나도 안 물어봄
들어가자마자 마지막 할말 없어졌다고 답변에 추가해서 말하라고 하심
처음부터 끝까지 자소서 생기부 기반 확인질문 (그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자소서였음)
전공 관련된 거 자세하게 물어보심 (중요한가봄)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고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 학생 1명, 면접시간 10분 이내 (인사시간 제외하면 8분 정도)
교수실에서 실시함. 긴장 풀어주려고 분위기를 편하게 해 주심. 대기할 때 휴대폰 걷어감.
수험생끼리 대화 절대 금지. 10분 간격으로 1명씩 들어감. 끝나면 바로 귀가 가능

질문 및 답변
Q1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요?

Q2

3학년 지구과학 교과세부특기사항에 용암의 분류를 3분 스피치로 발표했는데 여기서 한 번 다시 말해보세요.

Q3

과학, 수학 중 제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Q4

지원동기& 진로가 바뀐 이유는?

Q5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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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지역, 학교, 기타 자신의 개인적 정보를 노출하면 감점을 받을 수 있음.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국어교육학과

면 접 방 법

∙ 과별로 지정된 대기실이 있음, 입실 시간에 맞추어 대기실로 입장
∙ 대기실에 비치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입실 시간이 되면 조교가 한명씩 확인하고 자리를 지정해줌
∙ 입실이 완료되면 전자기기는 모두 끄고, 들고 온 자료도 모두 가방에 넣어야 하고 절대 볼 수 없음. 30분
후에 첫 번째 순서부터 면접 시작.
∙ 면접실은 대기실과 거리가 있음(층이 다름), 본인의 차례에 조교의 안내에 따라 면접실로 가게 됨. 면접은 면
접관2 면접자1로 진행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수험생의 이름, 학교, 부모님 성함 등을 밝힐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자기소개 없이 시작)
Q 자, 긴장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한 뒤에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A 네.
Q 준비됐으면 바로 질문을 할게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발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시에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의 예시를 들고,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지 말해보세요.
A (향수를 발표한 건 맞지만 중의적인 부분에 대해선 기억나는 부분이 없었음) 아, 제가 그 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서…….
Q 다른 질문으로 할까요?
A 네…….
Q 그러면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 이건 기억나죠? 이 작품을 우리가 현대에서 보고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A 전6곡(언지)에서 현대에선 거의 잊고 있는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후6곡(언학)에서 선조들이 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함.
Q 루소의 ‘에밀’을 공부했다고 했네요. ‘에밀’을 공부하면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말해보세요.
A 루소가 제창한 ‘자연에 따른 교육’을 배우며 교사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본성에 맞게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
는 역할이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함.
Q 도서부 동아리에서 ‘책쓰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A 부원들이 모두 글을 쓰기 어려워하자 주제부터 설정하도록 도와 글을 완성하고, 글이 완성되었을 때 느낀 성취감 등을
이야기함.
Q 고전 수업 시간에 정제승 교수의 ‘과학 혁명의 구조’를 풀어 쓴 글을 읽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풀어 쓴 글로 수업했
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교사가 된다면 이렇게 풀어 쓴 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A 문과 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과학과 관련된 글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읽기 힘들어하는데, 풀어 쓴 글로 수업을 하니 보
다 쉬운 말,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쉬워진
글을 학생들이 직접 발표수업으로 진행했을 때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보니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주고, 또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풀어주고 깊게 설명해주면서 발표하는 사람도 심화적인 공부가 되는 이점이
있고, 이 방식을 후에 교사가 되어서도 이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Q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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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나나의 품종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단일 품종이라 전염병에 취약한데, 생물종이 다양해지면 그런 병에 면역이 있는 바
나나가 남고 작물이 멸종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예상 못했던 질문이라 당황,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지식
을 짜내서 이야기함)

기타 유의사항
∙ 분위기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면접관 두 분 중 한분이 심층적, 압박적인 질문을 하고 전혀 웃지도 않으시며 상당히 노려보는
눈초리입니다. 다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마다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무섭습니다.
∙ 세특을 정말 달달 외워 가세요. 교과적인 부분에서 심화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진 않았지만 ~에서 느낀 점으로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교과, 인성 모두 준비하세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물어봅니다.
∙ 대기실에서 어떤 자료도 볼 수 없으므로 순번이 뒤쪽이라면 많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입실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하고
대기실에서는 주문을 외듯이 준비한 내용을 머리로, 입으로 되짚으세요.
∙ 전자기기를 따로 걷어가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꼭 전원을 끄도록 하세요. 울리면 집에 갑니다.
∙ 빵과 우유를 줍니다. 배고프면 드세요.
∙ 화장실은 조교한테 이야기하고 동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교육과

면 접 방 법

∙
∙
∙
∙

블라인드 형식의 면접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성명, 수험 번호 등등 언급 불가)
2대1
서류 기반 면접 (자기 소개 x, 생기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에만 답하는 형식)
시간은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1

생기부 법정 세특을 보니깐 “민주주의는 불의에 대한 저항의 역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근대에 일어난 3대 시민혁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
층의 경제적 성장이 3대 시민 혁명의 기본이고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
무리 경제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 한들 내면의 저항의식이 없다면 이러한 혁명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내
적인 저항의식이 시면 혁명을 꽃피워 현재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 음.. 한국사를 예로 들어줄 수는 없나요?
A 아 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수많은 농민 봉기들을 예로 들 수 있구요, 현대에 와서는 4.19 혁명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과 각 정권에 불만을 표출했던 촛불 혁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면접관 : 그럼 3대 시민 혁명이 무엇입니까?
A 네.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영국 명예혁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교육 동아리 ‘별하’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 중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을 하나 뽑아주시고 이 활동이 자신의 교사상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뜻깊은 활동을 많이 해서 하나를 고르기 어렵습니다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본교 선생님들과 인터
뷰를 진행한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들은 가장 인상깊었던 말은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
한 태도는 솔선수범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사는 ‘권위’를 가지는 직업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교사가 ‘나는
권위있는 사람이다.’라고 내세우기 보다는, 성실함과 솔선수범을 통해 구성원과 학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권위를 얻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고 저도 교사가 된다면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교사가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Q3

한국사 세특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걸로 나오는데, 훈민정음 창제에 나타난 세종의 애민정신을 훈민
정음의 서문과 함께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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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워서 약간 당황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훈민정음 서문을 완벽하게 숙
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백성을 어엿비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문구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훈민정음 창제에 세종의 애민 정신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구요, 이외에도 세종이 시행한 육아 휴직,
임신 휴가 제도에서도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Q4

자소서에 교육 봉사를 갔다고 나와있는데, 이 봉사는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봉사는 교육 동아리에서 간 봉사입니다. 동아리에서 여러 기관에 전화를 돌려서 “저희는 이러이
러한 교육 동아리입니다. 혹시 멘토링에서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세요.”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였고 가장 먼
저 전화가 온 기관에서 멘토링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 경험을 통해서 열정만으로는 좋은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소서에 나와 있다시
피 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교육자에게 열정뿐만이 아닌 전문적인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
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구와 멘토링을 도전하면서 이전의 실패를 교훈삼아 멘토링을 잘 진행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Q5

여기 <그리스 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리스 인 조르바는 어떤 책인지, 이 책이 학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해보세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인 조르바는 주인공의 삶인‘조르바’의 삶을 관찰하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
는 책입니다. 조르바의 삶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그저 현재에 마주한 것들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책을 우리 학교에 적용시켜 보자면, 학교는 원래 배우고 즐거움을 느끼고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어서, 미래 지향에 압도되어서 학교라는 공간은 그저 미래와 대입을 준
비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에 충실한 조르바 정신이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 배움의 의미와 낭
만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Q6

1, 2학년 때 반장을 하셨는데 왜 반장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반장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갈등을 해
결해나간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장 선거에 나간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타인들로부터 리더십이 있다는 평판을
듣기도 했고, ‘리더로서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반장 경험이 스펙이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이러한 이유로 반장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구요 갈등 사례는 음... 뭐 작은 해프닝들이야 있었겠지
만 운이 좋게도 구성원들을 잘 만난 덕분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갈등이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 : 네 시간이 다 됐구요. 수고 하셨습니다.
A 저 혹시 멘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해봐도 될까요?
면접관 : 아 죄송합니다. 형평성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A 아 넵.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생기부를 정말 구석구석 빠짐없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정 세특에 딱 한 줄
적혀있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질문이 나오더라구요.
∙ 면접 대기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분위기가 매우 엄숙합니다. 긴장이 되고 뭘 할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미소 짓는
연습을 자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접관 두 분의 인상이 매우 달랐습니다. 한 분은 되게 냉철하고 날카로우셨고, 한 분은 엄청 인자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
다.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인상을 가진 면접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데 이 점을 계속 유의하셔서 두 분 모두에게 시선을
적절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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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2대1 면접, 1인당 10분 정도 소요, 1번 면접 대기자가 면접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대기실에서 자료 보는 것
금지(오직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야 함), 분위기는 편안했음(교수방에서 면접을 진행함), 면접이 끝날 때까지 시
간 경과는 알려주지 않음

질문 및 답변
Q 오실 때 차 안 밀렸어요?(분위기 편하게 하려는 질문으로 보였음)
A 혼자서 기차 타고 와서 별로 안 막혔습니다
Q 상장 수상이 많은 데 이러려면 교내활동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교내활동과 학업은 어떻게 병행했나요?
A 실제로 1학년시기에 병행이 힘들어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노력하며 병행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나요?
A 특히 낮았던 수학과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수학은 매일 10문제씩 풀고 수학선생님께 자진해서 검
사를 받고 영어는 심화수업이나 보충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자기소개서 1번에 있는 예시가 성적 향상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관련 있는가?
A (자기소개서 1번에 예시로 주된 예시 하나와 추가적인 예시 하나를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시가 성적 향상과 연관 됐
다는 내용으로 답변함)
Q 봉사활동을 보니 꾸준히 참여한 요양원 봉사가 있는데 무엇을 했고 어떤 걸 느꼈나?
A 주로 청소를 하고 가끔 장애인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 봉사를 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요양원에서 한 지체장애자분이 하모니카를 너무나 잘 부는 것을 보고 그들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요양원에서 장애인들과 어떤 대화를 했나?
A (예상치 못 한 질문이라 조금 길게 말을 못 함. 그러자 면접관이 “그냥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나요?”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함)
Q 독서활동 중에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읽었는데 고등학생이 읽기에 어렵지 않았나?
A (책의 내용과 생윤 시간에 배운 것을 종합 해 구체적으로 니부어의 생각을 설명함)
Q 꿈이 소설가인데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가?
A “태백산맥”같은 역사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Q “태백산맥”은 여러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쓰고 싶은 역사 사건이 있나?
A 5.18광주민주화운동, 월남파병, 6월 민주항쟁 등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예상외로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등 기본적인 질문이 안 들어와 당황했었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컴퓨터학부(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면 접 방 법

학교에서 지정해준 면접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함. / 주민등록증과 수험표를 확인함.
학교에서 이름과 얼굴이 없는 수험표를 새로 배부함.
배부한 수험표를 제외하고 전부 가방에 넣어 앞으로 제출함.
1인 10분 면접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려함.
빵과 우유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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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18번(학교에서 배부한 수험번호) 학생?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개인적인 질문) (면접 시작할게요~ 휴대폰으로 10분 타이머 설정함.)

Q2

자기소개서 2번 질문 (가장 세세하게 물어봄.)

Q3

수학 성적이 1학년 때 상당히 좋다가 점점 하락세를 보이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A 수학에 비해 다른 성적이 낮은 것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시간투자를 하다보니 수학 공부
에 조금 소홀해 졌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A 저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실천하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플래너에 계획을 매일 세웠고
그 결과 플래너 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Q5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저는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와 c언어 공부입니다. 우선 영어 공부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프로그래머로써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두이노, 개임개발 등 많은 개발활동을 하며 느
낀 것이 컴퓨터 언어가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독학을 하거
나 어렵다면 학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Q6

2018년도에 봉사상을 받으셨는데 왜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방송부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7

방송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이나요?
A 수능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8

수능을 방송부가 했어요?
A 네네. 저희는 영어 듣기와 시험 시작 종료와 같은 모든 방송을 주관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당일
날은 오랜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쳤었습니다.

Q9

아, 기억에 남을 수 밖에 없겠네요.

Q10 방송부 봉사 외에 기억나는 봉사활동 있나요?
A 제가 1학년때 외국인 축구 대회 보조 스텝을 한 적이 있습니다.
Q11 무엇을 느꼈나요?
A 나라 간에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고, 저는 청소나
물건 준비와 같은 것들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 공부를 느끼게 한 일이었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 이해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Q12 벌써 10분이 다 됐네요. 수고했어요
A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
∙
∙
∙
∙

면접 순서가 뒷번호일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배고픔.
면접 대기 때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가서 뭘 준비할거란 생각을 하면안됨.
면접장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함. 방이 생각보다 작고 가까이 앉아있음.
진하게 화장한 여학생 한 명도 못 봄. (입술, 피부, 눈썹 정도는 함.)
대기장 분위기 삭막함. 아무도 말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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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기계공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면접시간 : 10분 내외, 면접관 2명

질문 및 답변
처음에는 긴장 풀어주시는 말씀하시고 바로 시작.
Q1

자소서에 트러스 구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트러스구조가 무엇이고, 왜 하중을 효과적으로 버틸수 있느냐?
A 트러스 구조란 부재를 삼각형으로 이어만든 것으로 세변의 길이만 주어진다면 잘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힘의 분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그럼 자소서에 쓰인 부산 광안대교는 트러스교 인가?
A 아닙니다. 광안대교는 ---교입니다.
Q2

자소서에 복소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복소수란 무엇인가?
A 복소수란 허수와 실수를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2-1. 복소수를 벡터 등으로 표현 할 수 있나?
A 복소수를 복소평면에서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회전변환을 이용해 복소수의 연산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Q3

자소서에 기계공학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중요할 것 이라고 써놓았는데, 어떤 융합인가?
A 제가 생각한 융합은 화학분야와의 융합입니다. 화학을 이용해 여러 신소재연구를 하고 그 신소재를 기계와 융합해서 기
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한 기계만이 아닌 유연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계분야에서 많이 쓰이
는 금속류들의 부식정도를 늦출 수 있는 소재와의 융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Q4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는가?
A 친구와 같이 갔던 해양정화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 손으로 바닷가의 쓰레기를 치워 본 것도 처음이고 실제로
깨끗해지는 것을 본것도 처음이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4-1. 그 봉사의 계기가 무엇인가?
A 제가 할머니집에 갈 때 였습니다. 할머니집에 가는 길에 해안가가 펼쳐져 있는데 그 때 당시 그 해안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한번 치워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해양 정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기계공학부

면 접 방 법

서류기반면접

질문 및 답변
Q 고등학교 때 수학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발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그 내용이 교과과정에 있었나요? 없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Q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 황금비 외의 상관관계, 황금비의 정확한 숫자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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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 속 물리적 현상을 수학을 통해 이해한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자소서 내용)
Q 기계 장치 속 현상을 수학을 통해 이해한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Q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가 떨리면서 느껴지는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노어노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7~10분, 면접위원수 : 2명
면접절차 : 대기 – 인원체크 – 대기 – 이름 부르고 – 대기 – 면접 – 귀가

질문 및 답변
Q 언어 성적에 비해 다른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왜 그런가요? 언어에 특별한 재미를 느꼈나요?
Q 영어랑 러시아어랑 어떻게 다른가요?
A 다른 점들 구구절절 읊음. 동사도 주어 따라 변하고 명사에 성도 있고 명령형에 높임 표현도 있고 등등. 마지막에는 포
장해서 그렇지만 그게 러시아어를 배우는 걸 재밌게 만든 요소인 것 같다라고 함.
Q (진로 언급하면서) 왜 이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A 2학년 때 읽은 책을 계기로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다고 말함.
Q 그 진로에는 어떤 유형의 직업들이 있나요?
A

당황했지만 아는 대로 횡설수설 답변함. 나름 매끈하게 넘어갔음.

Q 영어봉사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활동이 있나요?
A 봉사활동 때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으며 어떻게 고쳐서 개선해나갔는지 대답했음.
Q 어떤 동아리의 장이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나요?
A 힘들었던 일 말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얘기함.
Q 생기부에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책 제목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적혀있는데 그게 해소되었다는 말은 없어서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찾아봤는데 이해는 못해서 노문학과에 입학해서 체계적으로 문학을 배우며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했음.
Q 왜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인가요?
A 경북대가 노어노문학과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커리큘럼도 좋고 교수님들도 열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
로 이미지가 되게 좋았다라고 말하니까 교수님이 “설득 (멈칫) 당했습니다”라고 하셨음.

기타 유의사항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K-POP’이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나요? 라길래 어버버버함. 그래서 제대로 이유도 못 말함. 또 막상 들
어가면 눈동자 고정이라든지 말 속도라든지 이런거 하나도 기억안남. 저 사람들이 나한테 던지는 질문(공격)에 방어해야겠단 생각
밖에는 안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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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2대 1(면접관 대 학생), 10분

질문 및 답변
Q1

독서기록장 상을 받았는데, 읽은 책 중 인상 깊은 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70년대의 주택 재개발, 빈부에 대한 현실을 나타낸 책이었
고, 그 때와 현대의 공통된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Q2

그 책은 70년대 상황을 나타낸 책이라 알고 있는데, 그 때와 지금 뭐가 다른 것 같나요?
A 몰론 지금이 보상 문제 같은 금전적 부분에선 차이가 있지만, 본래 거주자들의 재 입주율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 빈부에
대한 문제가 여전하다고 느꼈습니다.

Q3

복지국가 소책자를 만들었네요, 어떤 내용을 실었나요?
A 복지국가라 불리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넣었고, 다른 점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극복해
야할 점들을 실었습니다.

Q4

자소서에 보면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이 세상을 읽는다? 그런 말도 있고 아까 그 소책자에 표를 정리했다는데, 어떤 표
였고, 어떻게 정리했어요?
A 흩어져있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자료들을 모아 보기 쉽게 막대그래프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4-2. 행복지수가 근데, 핀란드와 한국은 GDP가 그래도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A 제가 알기론 스웨덴과는 차이가 별로 없었고, 핀란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Q5

본 학생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이 간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뭔 것 같나요?
A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기관 등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돕
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잘 기억 안남)

Q6

복지 소책자에서 스웨덴과 우리나라 차이점을 적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다른가요?
A 제가 알기론 스웨덴은 실업급여 기간이 평균 1년이지만, 한국은 120일에서 240일 정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보장
정도가 아직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Q7

또래상담동아리도 하고..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였어요?
A 상담봉사가 뜻깊었습니다. 기초교육에서 배운 심리극을 활용하기도 했고 친구들의 고민을 직접 접해보기도 했습니다. 무
엇보다 상담뿐만 아니라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어 제 진로를 심리상담사에서 사회복지사로 바꾸
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Q8

빈 의자 기법, 뭐 등등 어려운 상담심리기법을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A (기억이 잘 안 남) 갈등 상황 환기.. 등의 효과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일반 종합전형 사회복지학부는 오전에 몰아서 면접 본 듯. (2:1면접, 대략10분)
(면접방식 특이함) 1-몇번,2-몇번 이런 식으로 면접실 두 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교수님 2분이서 각자 맡은
학생들을 면접보심. 즉 1-1번,2-1번 같이 대기실로 이동하는데 면접하는 방은 다름.
앉아서 대기하다가 번호 불리면 대기실로 이동 후 면접실로 안내받음(대기실에서 긴장풀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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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 (세상 무해함 다 가진듯한 표정으로 싱긋 웃을 것.) 앉아도 되겠습니까?
Q 네. 앉으세요~ 답변할 시간 충분히 많으니까 생각 정리 하고 말하면 돼요~ (타이머 누르심)
보니까 ~가 꿈인데 교정복지가 뭔지 아는 대로 말해볼래요?
A 교정복지란 ~ 비행청소년들을~ . 그래서 저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꿈입니다.
Q 아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꿈~? 되게 구체적이네 (대화하듯이 적당히 웃고 대답하기)
그럼 비행청소년은 뭐라고 생각해요?
A 비행청소년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비행청소년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저는 낙
인이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
Q 자소서에 ‘인간 소외’ 이런 막 엄청 어려운 .. 많던데ㅎㅎ 인간소외에 대해서 말해볼래요?
A 저는 인간소외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끄덕끄덕해주심) ~산업화시대에는 물질주의로 인한
인간소외가 발생하였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인간소외가 발생합니다. ~현재 집단 형태로 있는 인간 소
외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받지 못하여 요구하고 있는 이는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노조파업을 말해야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노동조합을 말해버림)
Q 노동조합은 인간소외를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A 아, 네 맞습니다!
Q 아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지 ㅎㅎ(다같이 웃음)
미술심리치료도 관심 있는거 같은데~ 미술심리치료랑 상담치료 차이점이 있다면?(1.2진로희망이 상담사였고 차이점에 대해
깨달았다고 1학년 진로에 작성되어 있어서 확인 차 물어보신 듯)
A (주저리주저리 내가 직접 미술심리치료 직업체험하면서 경험한 거 연결지어 답변했는데 두괄식으로 대답 못해서 ‘그래서
차이점이 뭐라고요?’라고 다시 물어보심) 대화를 하지 않아도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직접 미술심리치료를 해봤다고 했는데 상담사분이 그린 것을 보고 뭐라고 해주시던 가요?
A 아.. 제가 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Q 자신에게 솔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A 저는 주변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위를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저를 감추게 되면서 솔직해지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소진(번아웃)이네~(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엄청 빵 터지셔서 두 분이서 크게 웃으심. 그냥 따라 웃으세요. 분위기 좋으면 끝.)
Q 4차 산업혁명에 시대에 알맞은 교육체계 방향에 관해 활동을 했는데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살짝 호기심에 찬 눈빛이셨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정말로 이해하고 생기부 기록한 건지 물어보신 듯)
A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교육 방면에서는 알맞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 NCS, CQI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Q 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ㅎ~(진짜 어려운 내용이여서 물어보실 줄 몰라서 외워간 약자 까먹어서 제대로 대답 못함.)
A ‘위치정보’로 현재 교육방향을 알리고,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기준을 잡아 체계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4
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CQI를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이것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Q (뚫어져라보시면서 더 파고드심. 진짜 모르셔서 그런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런지는 아직도 의문) ‘위치정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더 설명해줄 수 있어요?
A 아, 시대가 가면서 교육 체계나 방식이 변하잖아요? 현재 교육체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의
미합니다.
Q 으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자율화인데 기준이 있으면 뭔가 안 맞지 않나요?ㅎㅎ
A 기준이 존재해야 그 안에서 자율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처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 자율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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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학년 때 통일글짓기 수상~?(이 질문은 좀 예전에 준비한 거라서 뭐라고 답변할지 고민하다가 제대로 질문을 못 들음.)
A 네. 제가 판문점을 읽고(말 더듬음. 당황한 거 티났을 확률 백퍼. 당황하지 마시길) 통일글짓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통일
글짓기를 하기 전에 통일에 관한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의 작가는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의 이념대립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선 남한안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생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에 크게 공감하였고 이를 글로 적었습니다.
Q 네~ 수고하셨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2분 스피치 없어졌는데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기본 질문이니까 준비해갈 것.
입실시간 완료되면 자기가 가져온 자료 아예 못 봄.(부정행위로 여겨서 퇴실 조치함)
-그동안 준비한 거 복습하거나 자는 거 추천(2-10번?대라 2시간 대기함. 그냥 잠.)
자소서, 생기부에서 골고루 나왔는데 일부러 당황시키시려는? 의도로 물어보신 질문 많으니 꼼꼼히 다 챙길 필요 있는 듯. 사
실 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데 면접 준비 매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순발력으로 망설임 없이 답변 다함. 이걸 물어보겠어? 싶은
것도 다 준비하세요...
긴장해서 생각도 안하고 본능으로 다 대답함. 그러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고 대답할 것.
다른 대학에 비해서 꼬리질문이 심한 편은 아닌데 어려운 내용은 똑바로 이해하고 가기.
대학마다 마지막 할 말 기회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는데 경북대는 공정한 기회를 위해 마지막 할 말 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하는 걸로 앎.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사회학과

면 접 방 법

오전반이라 8시 30분까지 대기실에 입실했습니다. 책상에는 대기하는 동안 먹을 빵, 물, 귤이 있었습니다. 8시
50분쯤에는 전자기기와 프린트 포함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지품 모두 가방에 넣어서 대기실 앞쪽에 놔뒀습니다.
임시번호를 부여받고 9시부터 임시번호 순서대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라 기다리는 시간이 매
우 길어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임시번호 14번이었는데 3시간 20분 정도 대기하다가 면접 고사실에 들어갔습니
다. 면접관 2분이 앉아계시는데 생각보다 멀다고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올해부터 2분 스피치가 폐지되어 자
기소개나 마지막 한마디와 같은 개인 발표 시간은 아예 주시질 않았습니다. 서류 확인 면접으로 문답이 진행되
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소서 2번 문항)
A 최저임금은 올리는 것은 좋으나, 급격하게 올려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 평균 지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인상에 따른 정부의
방안이 모순된다는 점을 말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 외에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꼬리질문)
A 헌법 119조를 언급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얘기하고 관련 정책을 얘기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Q 교칙 개정에 참여했는데 현재에는 어떤 상황이죠? (자소서 2번 문항)
A 교칙 개정 TF팀에서 원탁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추합하여 교칙 개정 권고안을 만들어 학교에 제출했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Q 지원자께서는 어떤 부분의 교칙을 어떻게 수정했나요? (꼬리질문)
A 저는 징계 심의 기준표를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기준표를 보았을 때, 현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
고, 또 징계 내용에 따른 징계 범위가 아무 기준 없이 천차만별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 또
는 수정하고, 애매모호한 징계 범위에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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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칙 개정을 하다보면 선생님들과의 얘기 또한 필요할 텐데?
A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추합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선생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 사이
의 절충점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신의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소서 2번 문항)
A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진로와 연결시켜 얘기하라는 질문은 예상치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기
사를 쓸 때 미디어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은 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북대 앞쪽에 길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입구에 대학생들이 서계시는데 무조건 고사실 위치 물어보고 이동하
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소서 2번 문항에 쓴 활동 3가지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 생각마시고 자소서와 생기부
특히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은 마스터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대기 시간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지루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그
래도 적당한 긴장감은 놓지 마시고 자소서 내용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형

면 접 방 법

교수님 2분과 학생 1명으로 면접 진행, 생기부, 자소서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10분간 진행함.

전

질문 및 답변
교수님1 : Q1, 교수님2 : Q2
Q1

아 이제 질문을 시작할게요. 생기부에 HCG가 적혀있는데 무슨 약자죠?
A 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Q1

그럼 과학교양시간에 ‘인간 혈관 외피 줄기세포가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해석하고 발표했는데 줄기세
포가 뭔가요?
A 줄기 세포는 어떤 세포로도 분화 가능한 만능 세포로 알고 있습니다.

Q1

아까 그 논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배아줄기세포의 신경세포분화 연구 동향’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A 글에서는 줄기세포가 어떤 식으로 분화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주로 외배엽이 분화되서 어떤 세포로 내배엽이
분화되서 어떤 세포로 중배엽이 분화되서 몸에 있는 심장근, 내장근과 같은 근육세포로 분화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Q1

분화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죠?
A 논문에서 줄기세포가 골세포, 지방세포, 신경세포 등으로 분화시킬 때 15일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그러면 자소서에 과제연구에서 EM용액으로 음식물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보는 실험했는데 EM이 무슨 약자죠?
A Effective Micro-organisms로 알고 있습니다.

Q2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실험을 어떻게 한거야?
A 그늘진 곳을 대조군 햇빛이 드는 곳을 실험군으로 설정해 발효 속도를 관찰했습니다.

Q2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A 과제연구는 실험1과 실험2로 두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실험2에서 과제연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죽순으로 대체했습니
다. 실험2에서는 흙을 대조군으로 학교에서 쓰는 퇴비 그리고 직접 만든 EM 퇴비를 실험군으로 설정하였고 똑같은 크기
3개의 죽순을 이용해 굵기, 높이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진행했습니다.

Q2

죽순이 얼만큼 빨리 자랐는지?
A 3일이 지나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만큼 빨리 자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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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허허 긴장하시지 마시고 이쯤에서 HCG가 뭐죠?
A 약자는 제가 알아보진 못했지만 임신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하

Q2

마지막으로 자소서에서 내용을 쭉 보니깐 꼭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반장으로서 리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날 한번 납득시켜 봐.
A (살짝 당황) 저는 (구구절절 대답하는 도중 종료)

기타 유의사항
면접을 하기 전에 전자기기와 생기부 그리고 자소서 등 글자로 된 자료를 전부 가방에 넣어 앞에 두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당연
한 말 같지만 미리 평소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함.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일단 대답을 간단하게라도 하
자.(*아이컨택은 필수*)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섬유시스템공학과

면 접 방 법

2명의 면접관과 1인 면접 형식, 블라인드 면접형식

질문 및 답변
Q1

진로희망이 바뀐 이유는?
A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여서 1학년 때 막연하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진로시간이나 전공알림 프로그
램에 참여하면서 공학계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함

Q2

특수학급또래도우미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1학년 때 낯을 가리는 성격을 극복을 위해 자원해서 활동을 하였고 활동을 하였고 (활동예시를 말해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Q3

이 학과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은가?
A ‘이 학과에 들어와서 스마트 섬유에 대해 연구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입을 수 있고 활동하기 편한 옷
을 만들어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Q4

스마트 섬유가 무엇인가?
A ‘나일론과 같이 예전부터 사용되는 일반적인 섬유가 아니라 나노물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합하여 만든 섬유입니다’

Q5

자소서에 훅의 법칙이 적혀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A 훅의 법칙에 대해 설명함

Q6

자소서에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 적혀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A 탄성과 강도가 강하여 높은 열에 잘 버티고 잘 늘어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군수용품이나 우주, 항공분야에 많이 사용
됩니다.

Q7

1학년 때 모범상을 수상하였는데 왜 받은 것 같나?
A 제가 1학년 때 부반장으로 활동하였고 다른 친구들이 선뜻 나서려지 않은 특수학급또래도우미도 자원하여 활동을 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 점에서 반친구들과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잘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신다. 면접순서가 뒷번호여서 대기시간이 많이 길었고 대기시간에 가지고 온 자
료를 못 보게 한다. 생기부와 자소서 내용을 꼼꼼하게 느낀 점과 나의 역할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 올해 2분 스피치(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습계획)가 사라졌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마지막 한마디’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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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학생1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달팽이실험을 통해 알게 된 수의사의 자질은?

Q2

대동물 수의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Q3

축제 때 베이킹해서 나눠준 다음 느낀점은?

Q4

폐동맥 협착증이 무엇인지?

Q5

3D프린터를 이용한 의족 만들기에서 기하와 벡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Q6

소의 소화작용?

Q7

이버멕틴, 밀베마이신이 기생충을 죽이는 원리? 등 대부분이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면접

전

형

일반학생전형(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1대 2(교수님 두 분) / 오후반: 12:30분 부터 1시간 20분 대기(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음) 후 10분 면접
자소서, 생기부 기반 질문
대기장소는 큰 교실, 면접장소는 교수님 사무실로 보이는 매우 좁은 공간에서 가까이 앉아서 봄.

질문 및 답변
Q 1학년 때부터 수의사를 희망하였는데, 수의사를 희망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어릴 적 부터 힘들 때 동물들에게 위로받은 적이 많고 힘을 얻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에게 보답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때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들렸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동물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치
료하는 것을 보았고, 수의사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뒤에 더 말할려다가 옆 교수분이 질문하심)
Q 수의사 중에서 대동물수의사를 희망한 이유가 있을까?
A 장애인승마센터에서 직접 마방에 들어가 말 옆에서 청소하면서, 말과 교감을 하였고, 처음엔 말이 투박한 동물인 줄 알았
지만, 말과 교감할수록 섬세한 동물임을 느꼈고, 말이라는 동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외 다큐멘터리등 여러 매체에
서, 대동물수의사의 힘든 점을 보긴 하였지만, 내가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단 점이 의미 있게 느
껴져서 대동물수의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수의사관련 1학년 때 책 많이 읽었는데 그 이외의 학년에는 별로 없네요?
A 그전부터 수의사를 희망하였기에, 1학년 때 많은 수의사관련 책을 접하며 수의사라는 꿈을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진
로를 확고히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수의사가 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2, 3학년 때에는 교과에 집
중하고 교과관련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Q 1학년때 읽은 책 중 수의사 관련 가장 기억 남는 것은?
A 펫로스라는 책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반려동물에게서 오는 마음, 유대감등을 느
끼고 싶어 책을 읽었습니다.
Q 아까 동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 안 키웠니?
A 형 천식이 심하셔서 중학생 때부터 유기동물센터 다니면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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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 봉사활동~
Q 그 외 수의학 관련 책은 기억이 남는게 있니?
A 잘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는 어떤 책이지?
A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라는 책은 ~~이러한 책입니다.
Q 말 수의사를 희망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면 한국마사회 이런데 취직해야겠네? 처음엔 거길 가야 하지 독립해서는 안하
니까(교수님 두 분 대화하심)
A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혹시 말 관련 영화, 홀스 위스퍼러 아나요? 말과 교감하는 내용인데.
A 아니요,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여기 1학년 때 테이핑요법과 혈중통증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먼가요?
A 실제 테이핑을 운동을 할 때 하곤 했는데, 이 테이핑이 실제적인 몸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논문을 해석해 발표
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하다 보니, 논문을 다 번역하고 나니 실제론 테이핑요법과 혈중통증물질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웃으심 여기서)
하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논문에서 나오는 테이핑을 시범보이기도 하였습니다.
Q 그렇군요.
Q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럼 동물실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동물실험으로 인해 동물을 희생되는 것은 많지만, 동물실험의 AIDS나 기초 유전학 등에서 연구 성과랑 동물실험의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저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조건 안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물실험에서 흔히 말하는
3R을 도입하거나,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결과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복실험을 막는 차원에서 동물의 희생
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 두분이 준비하신 질문 계속 서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자기 할 말을 끊기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하시고 계속 교수님께서 다른 질문 준비하시는데, 그때도 아이컨택 할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2 : 1, 학생부기반, 10분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가 무엇인가?
A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성격변화가 인상깊어서 동물매개치료에 관심이 갔다. 수의사가 되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
어서 지원했다.
Q 동물매개치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찾아보거나 책을 읽은 경험이 있나?
A 직접 동물매개치료 활동을 보조하는 봉사활동도 갔었고, 인터넷 자료로 많이 조사를 했었다.
Q 동물해방론과 동물매개치료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유기견으로 방치되어있던 동물을 치료견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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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의예과에서, 수의학과에서 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그런 동물실험으로 얻은 지식으로 더 많은 동물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수의학과에서의 동물실험에는 어느정
도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Q 양성평등 글짓기에서 2번이나 수상을 했다.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가?
A 제가 글짓기에 적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 여의사, 여교수, 여배우나 유모차 같은 성차별적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단어들을 의식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함.
시간이 끝났네요~~~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내용 중 자소서에 적은 걸 제일 많이 물어봄.
질문이 좀 수준이 있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식품공학부

면 접 방 법

2분이신대 한분은 입학사정관 한분은 교수이셨음 교수분이 대부분 전공 관련 질문을 물어봤고 입학사정관분은
봉사활동이나 상 물어보심

질문 및 답변
필자 개인적으로 면접을 3개본 대학 중 가장 잘 봤다고 생각함.
답변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나서 방향만 말씀드림
Q 수능은 잘쳤나, 모의고사 보다 잘쳤나, 누구랑 왔나 ( 긴장풀어주는 질문)
Q 블라인드 면접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학교명이나 성명을 말할 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의를 함.
Q 식품 가공이란 무엇입니까? (교수)
A 원재료의 식품이라는 것에 첨가물등을 더하여 우리가 더욱 맛있게 먹거나 음식을 쉽게 저장하게도록 하는 하나의 공정입
니다.
Q 식품첨가물을 무엇입니까?
A 준비하고 있어서 대답 잘함
Q 식품첨가물의 비밀 이라는 책을 읽고 인상깊은점.
A 이것 또한 준비를 해서 책 내용을 잘 풀어서 말함,
Q 기억에 가장 남는 봉사활동
A 이때 뭘 말할지 고민하다가 3학년 때 주제탐구대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한 후 봉사시간은 없었지
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키웠다고 잘 풀어서 말함.
그 외 질문이 많았지만 기억이 잘 안남 확실한건 전공질문이 한 10개중 8개여서 잘 준비해야 할 듯 ex] 미생물이 무엇입니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신문방송학과

면 접 방 법

수험생 개인별로 다음과 같이 10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질의응답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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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오는 길은 좀 편했나요?
A 네,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오히려 수능 직후에 면접이 있어서 컨디션 조절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Q 영어 세특에 육하원칙에 따라 동아일보오보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요?
A 네 제가 관련 기사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육하원칙이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1945년에 동아일보
에서 소련측은 신탁통치를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보였고
사실은 반대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 사건이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 일어났건 우연히 일어났건 언론에 정치의 힘이 개입되
면 얼마나 파장이 큰 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사회문화 세특에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 대해 탐구해봤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있나요?
A 양적연구는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하고 사람들을 수량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질적연구는 사람들
의 심리 깊숙한 곳을 탐구하려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꼬리Q: 질적연구의 예를 들면?
A 대면으로 면접을 한다던가 특정 집단에 잠입해 그 집단의 특성을 탐구하는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Q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는데 굳이 사회부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A 제가 올해 노인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노인학대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수 자체도 증가하고 있었고, 노인학대 사건 특성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보니 집계되지
않았을 사건까지 생각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회부 기자가 되어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수고하셨습니다.
A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Q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A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

지 원 학 과

신문방송학과

면 접 방 법

2018년에는 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업계획 등을 말하는 2분 스피치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폐지됨. 남자 교
수님, 여자 교수님 총 두 분이서 진행하셨고 온전히 생기부, 자소서 위주로 질문하셨음.

질문 및 답변
Q 생기부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란?
A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게 끝? 더 다른 설명은?
Q 하버마스의 담론윤리가 있던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도 관련된 내용이다. 설명하자면?
Q 자소서를 쭉 읽어보니까 방송언어 관련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게 있나?
Q 예능피디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윤리성이 더 중요한가, 웃음을 전달하는 본질적 역할이 더 중요한가?
A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은가?
Q 학급 실장을 했던데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갈등 같은 것은?
A 학급회의에서 애들이 의견을 많이 내던가?

울산광역시교육청

- 110 -

∙ 경북대 ∙

Q 폭력캠페인예방 활동을 했는데 무슨 활동을 한 것인가?
A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시작된 활동인가, 아니면 누군가 의뢰를 한 것인가?

기타 유의사항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모두 금지했다고 말씀하심
∙ 2분 스피치 폐지돼도 기본적인 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업계획, 마지막 말 등 준비해갔는데 일절 안 물어보셨음. 그래도 기본적
인 것들은 무조건 준비!
∙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수님 얼굴 미리 익혀놓기. 본인은 작년 입학한 선배에게 어떤 교수님이 면접 보셨는지 물어보고 사
진 프린트해서 면접 연습함
∙ 일반전형, 농어촌전형 순서대로 면접 봄. 농어촌이라 약 4시간정도 기다렸고 생기부나 준비한 자료도 못 보고 그냥 앉아서 기
다려야 함. 정말로 자신의 생기부와 자소서 파악이 가장 중요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심리학과

면 접 방 법

학생 1명에 심사위원2명, 자소서ㆍ학생부 기반면접, 10분남짓

질문 및 답변
Q 자소서에 보니까 스키너와 파블로프의 이론에 대해 공부했는데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A 먼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이론이란 인간의 행동을 보상과 처벌로 조건화 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
Q 자소서에 쿰 토크콘서트 기획단 활동을 하였는데 어떤 활동이였으며 갈등을 해결한 과정을 말해보세요.
A 쿰 토크콘서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을 이룬 멘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크콘서트 입니다. 저는 강연자를
정하고 콘서트를 모두 기획 및 진행하는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설득하였습니다. 이로써 ~~을 느꼈
습니다.
Q 진로가 미술심리상담사 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교육봉사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미술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할 때 미술의 요소를
가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어필할 기회를 주기보단 사실 확인 위주임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아동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2명(2대1 면접), 소요시간:10분

질문 및 답변
Q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무엇인가요?
Q 그 과목(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우리학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Q 반면에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무엇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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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소개서를 보니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대해 보고서를 썼다는데 아들러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Q 아들러와 관련된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Q 생기부에 보면 자살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보세요.
Q 봉사활동 기록에 학교환경정화활동이 많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한 활동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 활동을 시켰다고 생각하나요?
Q 아들러는 칭찬보다는 격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는데 ‘명함 만들기 및 칭찬릴레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Q 칭찬릴레이에서 다른 친구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 들어가면 면접 자료를 볼 시간 없고(다 넣으라고 하심)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소서와 생기부에서 중요시 했던
활동을 자세히 묻기보다 오히려 평소의 학교생활에서 단순히 넘어갔던 활동이나 본인의 생각을 더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역사교육과

면 접 방 법

∙ 교수님 2, 학생 1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10분
∙ 면접 분위기 좋음. 긴장 안하게 하려고 교수님들이 노력 많이 하시는 듯

질문 및 답변
Q 많이 춥죠?
A 네, 특히 복도가 춥습니다. (웃으심.)
Q 우리 학교는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4가지 측면에서 각각 질문을 하나씩 할 겁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해도
될까요?
A 넵. 준비됐습니다.
Q 물론 2학년 때에는 한국지리, 3학년 때에는 세계지리 과목이긴 하지만, 지리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가 다시 3등급이 된
후에 3학년 때 다시 1등급으로 돌아왔네요. 성적 하락의 원인과 상승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저는 위치 파악에 약합니다. 2학년 2학기 한국지리는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찾아야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저는 대구의 위
치도 잘 몰랐고, 서울, 부산 위치도 정확히 몰랐습니다.(쓸데없이 솔직했음...) 노력했지만 이런 점들이 여전히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성적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겨울방학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세계지도를 보면서 위치와 지역
을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3학년 학기 중에는 친구들과 지도 위치 맞추기 게임을 하거나 세계지도 퍼즐을 맞춰보면서 지
도와 익숙해지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자기소개서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활동을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읽은 책이 있거나 문제
의식을 가졌던 사례가 있다면 말해줄래요?
A 이시카와 이쓰코의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인 작가가 작성한 책이라 호기심에 읽어보
게 되었고,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내용 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
으면서 일본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제
의식을 가졌던 사례를 꼽자면 게임이론을 활용한 탐구를 위한 조사를 할 때 2015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당사자와의 의논이나 공식적인 외교 합의문서 없이 기자회견에서 고두 표명된 점, 양국 수뇌가 전화로 확인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갖는 협상이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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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본인에게 역사가 중요하죠? ‘역사교사’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제가 역사교사를 꿈꾸게 분명한 전환점은 ‘일제 강제동원 버스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역사를 알리고자 쏘아
올린 신호탄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히 운명적으로 ‘역사교사’라는 진로를 결정하였고 학생들과 호흡하
는 역사교육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학생들과 호흡하는 역사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생각하나요?
A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학생들이 역사를 보다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 학교 한국사 선생님께서는 3. 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반별로 3. 1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는 UCC를 촬영하
는 경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모여 진지하게 선언서를 읽어보면서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와의 끊임없는 대화임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의 사고를 깨워줄 경험들을 제공하는 교사로 성장하
고 싶습니다.
Q 자기소개서 3번에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많은 것 같은데, 훗날 학급에 다문화 자녀가 있
다면,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 중 누구를 먼저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둘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한 쪽을 택해야한다면 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자녀를 우선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해당 학생이 본인 스스로를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존재라
고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을
이행할 것 같습니다. 이후 다문화 학생은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
진 않는지,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4가지 질문 중에서 보충하고 싶은 답변이 있다면 더 해도 됩니다.
A (생략)

기타 유의사항
∙ 대기실 분위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 다들 자기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함.
∙ 물, 빵, 우유, 귤 나눠줌
∙ 교수님들께서 분위기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질문에 약간 으잉? 이러면 질문도 더 쉽게 바꿔주시고 암튼 분위기는 좋으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영어교육과

면 접 방 법

휴대폰이나 생기부와 같은 모든 자료를 보지 않고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면접관은 2분이 계셨고 강의실이 아닌 교수님 방에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소서 1번에 교과서를 통해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처음에 당황해서 빨리 대답을 못했습니다.) 법과 정치 시간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

장을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법과 정치 시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청원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음을 학습
했습니다. 저는 이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직접 방문했고 국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야할 국민청원게
시판이 놀이터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주제로 프로젝트 동아리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내세우
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①꼬리 질문- 이게 영어교육과와 무슨 관련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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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자세는 영어교육과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활동에 좋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2

댄스동아리, 역사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본인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동아리는 무엇입니까?
A 제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동아리는 선학입니다. 선학은 가르칠 선, 배울 학으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만든 동
아리인데요, 동아리 활동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등을 했습니다. 그 중 제
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학생과 교사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교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활동으로 교
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못 다한 말을 전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②꼬리 질문- 교내 라디오 방송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A 당연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내 라디오 방송은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영향을 미쳐
더욱더 밝은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선생님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Q3

생기부를 보면 교육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걸 볼 수 있는데, 만약 아동센터가 없었다면 다른 어떤 봉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A 만약 아동센터가 없었다면 글을 쓰는데 미숙하신 노인분들께 직접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신 분들께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봉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③꼬리 질문- 그럼 다른 봉사 활동으로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가르치는 그 자체를 좋아하고 또 그게 제 적성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인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생각하지 못한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똑부러지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1. 대기실 입실: 휴대폰 제출, 신분증·수험표 확인, 임시 번호표 배부,
지정석 착석(임시번호표순), 교수 1분 들어와서 유의사항 안내
2. 면접실 복도(10분전): 임시번호 순으로 복도 의자에 착석
3. 면접: 2대1(교수2명), 블라인드, 생기부·자소서 기반, 약 10분
4. 면접 이후: 면접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짐과 휴대폰 모두 챙겨 바로 귀가

질문 및 답변
(면접관에게 임시번호표 확인받은 후, 다시 수령하여 자리에 착석)
Q 마지막 순서여서 오래 대기했죠. 수고했어요.
Q 영어 수업시간 모든 활동에 적극적, 활동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수업시간 외 방과후시간, 주말을 이용하여 어떻게 영어를 공부
하였는가?
추가 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그 활동을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 질문
Q 외국어 마을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
추가 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그 활동을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 질문
Q 영어 어휘왕 대회 등 풍부한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였는가?
추가 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그 활동을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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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아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어떤 활동을 하였고,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추가 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그 활동을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 질문

기타 유의사항
∙
∙
∙
∙
∙
∙
∙

대기실에서 자료(생기부, 자소서 등) 일체 열람 금지
수험생 간 대화 금지 → 엄청 조용함
면접실 내부가 좁아서 면접관분들하고 거리가 엄청 가까움
상세하고 심도있는 질문보다는 활동 및 생기부에 대한 진위성 확인 질문이 많음
면접실 복도로 이동할 때, 가지고 간 짐 다 챙겨서 가야하니깐 짐은 가볍게 챙기기
복도가 추우니 핫팩이나 따뜻한 물처럼 몸녹일 수 있는 거 챙기기
면접 순서가 늦게 되면 오래 대기할 수도 있으니 젤리, 초콜릿 같이 간식 챙기기
(실제로 저는 23명 중 23번째-8시30분에 입실해서 12시 30분에 나옴)
∙ 면접 끝나면 복도에서 짐챙겨서 바로 귀가
∙ 대기실에서 주는 것은 생수 1병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윤리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 모여 안내사항들은 후 차례대로 면접실에 입실합니다. 교수님 한분, 입학사정관 한분계셨습니다.
10분간 생기부 기반 진위확인용 질문 주로 하십니다.

질문 및 답변
Q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주로 단체상이 많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친구들간의 갈등도 있었을거 같은데 미래의 교사로서 이
런 갈등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A 단체 활동으로 대회에 참여할 때 갈등 상황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올해 반친구들과 다함께 학교홍보동
영상촬영을 할 때 역할 분담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설명~~갈등 중재와 분위기 띄운거 얘기~~ 이를 통해
단체 활동에 있어 저 한명의 희생으로 전체분위기가 좋아지고 갈등이 줄어든다면 자진할 용기역시 필요한 것 같다~~ 이
런식으로 대답
Q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은 혹시 누구였나요?
A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존경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방황했던 중2때 담임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 설명~~ 저도 나중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닮고 싶은 선생님이자 어른이고 싶습니다.
Q 한스 요나스 관련 책을 읽으셨는데 한스 요나스에게 있어 비호혜적 관계란 무슨 뜻일까요?
Q 칭찬의 역효과라는 강의를 보고 칭찬의 의미에 대해 교사로서 깊이 느꼈다고 했는데 올바른 칭찬법이 무엇인가요? 제가 철
수라는 학생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저한테 칭찬을 해보세요.
등등 경북대는 정말 생기부 기반 질문이 많았고 꼬리질문도 기본 2개는 있었네요. 생기부 꼼꼼히 읽고 예상 질문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때 중요한 게 진짜 당황한 티 내지 않고 여유로운 척 웃음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과 반박질문이 쏟아 내리더
라고 웃으면서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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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응용생명과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 10분간 면접진행
학부에 관한 이해도와 생기부의 기록에 관한 질문이 많았음.

질문 및 답변
Q1

응용생명과학부가 무엇을 하는 학부인가에 대한 질문
A 전공하고픈 전공 홈페이지 소개에 쓰여진 내용 말함

Q2

리더란 무엇인가
A 단순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을 돌아보며 페이스를 맞추며 나아가는 사람

Q3

세특에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내용 질문 및 학부에 들어오면 하고픈 일

A 세특 내용 설명 후 양봉학과 관련된 수분곤충 연구와 세균 단백질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bt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함.
→ 수분곤충 연구와 관련하여 외래종 도입시 피해와 해결방안 질문
A 독서로 읽었던 책에서 사례 답변 및 실험실에서 유사 환경을 조성하여 실험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도입해야한다고 답변
Q4

4.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A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학문들을 융합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산업

→ 그렇다면 우리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A 앞에서 언급한 BT를 드론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약을 살포하는 방향으로 접합할 수 있다고 답변
Q5

멘토링에서 힘들었던 점, 결과
A 2학년 당시 영어를 힘들어하던 멘티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방식으로 영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에서 어려움을 접함,
자신이 활용하였던 문장 구조에서 주요 성분을 표시하고 부차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영어 독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줌. 그 결과 멘토링 기간인 내신 기간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모의고사에서 성적 상승을 보였다고 답변

→ 그렇다면 멘토링한 시간은 아깝지 않았나
A 전혀 그렇지 않았음. 오히려 멘티에게 부족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피드백 과정으로 느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응용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1.면접은 10분내외로 진행된다.
2.면접 후 빵과 우유를 지급해 주었다.
3.작은 면접실에서 본다.

질문 및 답변
Q : 이제 면접을 시작하겠 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했던거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되요. 편하게 해주세요.
A 네. 알겠습니다
Q 이상기체상태방정식과 반데르발스 식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자소서 내용)
A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은 분자의 크기가 무시되고 분산력, 수소결합과 같은 분자간 인력 또한 무시되는 이상적인 기체사이에
서 P V = n R T 가 성립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식은 실제기체사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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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 미세입자 사이의 점성을 측정했다고 하는데 미세입자가 고체인데 어떻게 점성을 측정하지?
A 처음에는 미세입자의 안식각 비교를 통해 마찰계수를 비교하였고 그 후 추가적으로 물에 포화상태로 녹여 그 수용액의
점성을 측정했습니다.
Q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했다고 했는데 그때 느꼈던 점과 자신의 역할 등을 말해보세요.
A 처음 봉사를 갔을때는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쳐야 했습니다.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그 친구들도 알
고 있을거라고 착각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다음 수업을 가기 전 비슷한 또래였던 동생에게 먼저 수업
내용을 설명해준 후 동생이 했던 질문들을 봉사에서 가르칠때 저 친구들도 이걸 궁금해하겠구나라고 염두해가며 진행하
였습니다.
Q 네. 면접이 종료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응용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및 답변
Q1

연료 전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소서 내용)

산화와 환원의 정의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이 있나?(이때 아연을 아르곤으로 잘못 말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심.)
Q2

로켓 연료에 사용되는 반응은? (자소서 내용)

로켓 연료에 사용되는 설탕의 분자식? (자세하게 분자식을 외울 필요는 없음. 맨 처음에 분자식을 말했지만 나중에 어떤 원소
로 이루어져 있냐고 다시 물으심.)
설탕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
Q3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했나?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질문을 듣고 당황했는데 인성 질문이라고 잘 대답해 보라고 하심.)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서 들고 온 자료 볼 수 없음. 면접시간 10분? 8분? 의외로 매우 짧음. 대기하면서 할 게 없음. 화장실 한 번에 한명
씩 밖에 못 감. 교수님들 다들 착하심 압박 면접 없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응용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준비한 면접자료는 볼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대기번호 10번대를 받았는데 1시간 15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면접시간은 약10분 정도로 전공지식 등을 물어보기 보다는 자소서 내용과 기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입장을
하게 된다면 전공 교수님 1분, 입학사정관님 1분이 계십니다.

질문 및 답변
Q 질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A 네

- 117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Q 자기소개서 1번에서 화학을 다루는데 수학은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이것이 통섭과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A 준비한 대답
Q 유체역학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학창 시절 내에서 유체역학에 대해 스스로 탐구한적이 있나요?
A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당황) (2학년 주제탐구 대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충 마무리함)
Q (나름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러면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유체역학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을 접해봤을 것 같은데 여기
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상 깊었던 점등을 말해보세요.
A (진심 멘탈 와장창) 대충 얼버무리며 ebs에서 본적이 있는 것 같은 부력을 통해 배의 부피를 구하는 지문에 대해서 말함.
Q (약간 불만족스러워 하면서)(기초적인 전공지문에 대해 질문함): 표면적이 넓어지면 미는 힘은 어떻게 되죠?
A (당황해서) 작아집니다.(파스칼의 원리인데 반대로 말함). (속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에서 정정해야겠다고 생각함.)
Q 3년간 과학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A 2년간 맡았던 화학동아리장에 대해서 말함.
Q 그렇다면 학창시절내에서 다른 학생을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자소서 3번이랑 동아리 부스 운영한거 합쳐서 말함.
마지막에 하고싶은 말이 있을줄 알고 약10초간 기다렸지만 그냥 나가라고 하시길래 약간 당황하면서 나왔습니다. 많이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을 준비하려면 생기부에서 활동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지만 정말로 기초적인 질문이나 배웠던 내용 중 기초적인 과학,
수학 원리를 확실히 숙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자소서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니 자소서는 시간 날 때 마다 틈틈이 보
시 길을 권합니다.
또한 정시면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능,ebs 등 정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인문사회자율전공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0분 / 면접위원 : 2명
1.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대기실이 건조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히터를 전날부터 틀어놓는 듯하다. 제일 처음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미지근한 공기가 느껴졌다. 눈물도 계속 나고 대기하는 동안 세수하러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2. 면접이 끝나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야 하는 점을 기억하자.
3. 알고 있겠지만 블라인드 면접에선 신분, 지위, 학력등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4. 경북대나 혹은 가까운 경상권에 있는 대학에 면접을 오전 중으로 보러간다면 새벽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새벽엔 매우 춥다. 따뜻하게 입어라.

질문 및 답변
Q 아침 먹었나요?
A 네 죽 먹었습니다.
Q 질문 어려운 거 안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A 네 알겠습니다.
Q 따른 건 아니고 내가 자소서를 보니까 이 물리학의 양자역학적 의미의 자유의지랑 셰익스피어랑 어떻게 연관을 시켰는지 내
가 너무 궁금했어요. 언뜻 보기에 전혀 관련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설명 좀 해보세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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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리학자 슈뢰딩어는 상자 속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인지 관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측하
기 이전의 상태를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운명 또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추가 질문 : 앞으로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A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철학적 관점과 어학적 관점에서...
Q 러시아와 관련된 문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왜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체호프와 푸시킨의 특성을 예로 들며 설명함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네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아직 감정에 대해서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보며 5가지의
감정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 추가 질문 :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나요?
A (답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 안나네요. 지금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나 또한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기타 유의사항
처음에 자소서 위주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안 끊기고 말이 되게 술술 잘 나왔는데 생기부 기반 질문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버벅거리기
시작했다. 앞에서 했던 만큼 뒤에서도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1번이어서 대기 시간 많이 안 기다리고 일찍 끝났다.
끝나고 나면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생활이 떠오르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인문사회자율전공

면 접 방 법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블라인드면접, 면접관 2:1(10분)

질문 및 답변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공지와 긴장을 풀어주는 말들을 해주심)
Q 지역브랜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지역재개발사례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좋으니까 한 지역만 대보세요. (자소서 관련
심화질문)
A 저는 지역재개발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담양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담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
Q 독서를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 책을 제시할 테니까 본인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책에 대해 설명하세요. 도시의 발견
OR 꺼삐딴 리(독서)
A 저는 꺼삐딴 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꺼삐딴 리는 주인공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 면모를 드러나는 책으로 친일파 친
소련파 친미파 순으로 ~
Q 논술시간에 글쓰기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주세요(생기부 세특 관련 질문)
A 저는 ~라는 책을 읽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주제를 두어 글을 써보았습니다. ~~
Q 찾아가는 영어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말씀해주세요(봉사)
A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원어민교사와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저는 보조교사로서 교구와 학습지 정리를 도맡았습니다. 하
지만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업에 소외된 친구들에 먼저 다가가 원활하게 수업이 이루
어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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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제를 기획 진행했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A 반부스를 진행여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무임승차로 피해를 본 친구들과 또 부
스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부스를 체험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반부스 여는 것에 반대를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간교대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시간교대제를 통해 각자 맡은 시간과 역할이 정해져있으니 더
이상 무임승차가 일어나지 않았고 남은 시간에는 각자 축제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
Q 진로 서포터즈로 활동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진로 서포터즈로서 여러 학과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게시해왔습니다. 많은 활동 중에서 저는 TELL MY
DREAM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다는 아쉬움에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
었습니다. 활동 내용은~~
Q 교통봉사대를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1학년 때 야간자율학습을 마치면 항상 위험한 학교 교차로 앞에 교통봉사대 선배님들이 저희의 하굣길 안전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고 2학년 때 저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상 관련 질문이나 몇몇 질문들이 더 있었지만 기억이 잘 안남)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서 휴대폰 전원 끄고 가만히 대기해야 함.
지원 동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묻지 않음. 추가발언권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고 공지함
타이머를 통해 정확하게 10분간 진행함. 꼬리질문은 없었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인문사회자율전공

면 접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2분(젊은 여자 면접관, 중년 남자 면접관)
∙ 자신이 준비해온 자기소개 및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불가능
(블라인드 면접 때문이라고 시작하기 전에 설명해주심)
∙ 면접 시간 타이머 측정
∙ 공통질문 진심 하나도 없음. 생기부 및 자소서 기반 질문
(시작하기 전에 설명해주심 ‘우리들은 생기부 및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하겠다.’라고)

질문 및 답변
Q (자소서) 국내 실패 박람회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학생이 아는 국내 실패 박람회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세특) 그린벨트의 양면성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가
Q (성적) 국어와 사회는 성적이 좋은데 그에 비해 수학과 영어는 성적이 낮은데 이것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것 같은가
Q 영자신문동아리에서 한일무역과 관련하여 영어 기사를 번역하고 활동하였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가
Q (자소서) 자신이 새롭게 정의한 실패에 대한 정의를 기억한다면 말해주시고 왜 그렇게 정의 내렸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자소서)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갈등을 겪은 사례와 자신이 리더십으로 그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외 2-3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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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면접대기 중에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볼 수 없다.
수험표 안 들고 온 학생들은 관리하시고 계신 분께 말씀드리면 조치를 취해주신다.
3명씩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2차로 조금 더 대기를 한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자연과학자율전공

면 접 방 법

2대 1면접방식(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현재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현장을 혁신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
리 기술과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이러한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보
급되기에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자본의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북대에 합격하여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분야들
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을 부흥시키고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싶습니다.

Q2

4차 산업혁명에서 보급되어야 할 기술은?
A 스마트팩토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보급되기에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자본의 부족
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북대에 합격하여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분야들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을 부흥시
키고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싶습니다.(지원동기랑 비슷하게 말함)

Q3

3년간 바뀌었는데 각 학년마다 꿈이 변한 이유는?
A 1학년때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쁜
친구들에게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다음 움직이는 것보다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어린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3학년때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었
습니다. 저는 한 분야에서 오랜기간 동안 활동하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빅데이터 특성
상 많은 분야에 널리 쓰인다는 점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어 교육, 치안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도 다른 사람
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Q4

수학에서 빅데이터와 연관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회장 선거를 할 때 사전 조사를 통해 결과를 유추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부의 학
생만으로 했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한 점을 보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모인다면 더욱 정확
한 결과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는 확
률과 통계 중 모평균과 모비율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자신이 한 외부봉사 활동에 관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A 저는 요양병원 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봉사활동을 진행하여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
다. 그래서 봉사를 같이 할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며 아프시고 외로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것을 알고 저희 친할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
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할머니도 사실 많이 외롭고 몸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지원동기를 제외하고는 예상했던 질문이 나오지 않음.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완전히 이해하고 어떤 질문이 오든 대답할 수 있
는 순발력이 필요함. 면접을 볼 때 면접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무조건 먼저하는 게 좋음. 경북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은 면접 대기시간 동안 생기부나 자소서 등 아무것도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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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인문사회자율전공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모임. 한번에 9명씩 대기실을 빠져나감. 면접실 앞에는 3명이 대기하고 있고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
을 봄. 면접은 2:1 임.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읽을 수 없고 휴대전화는 제출함.

질문 및 답변
Q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2분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수학선생님과 윤리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 어려움을 느낄 때 동아리를 제안해 주시고 3년간 동
아리에서 활동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윤리선생님은 수능과 관련된 공부만 강조하시기보다 UCC활동, 토론활동, 모둠활
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셨고 덕분에 윤리적 딜레마를 가진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윤리시간에 직접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토론했는데 왜 찬성의 입장에 섰나요?
A 제 주변사람들 중에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고 가까운 사이였기에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큰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개인들마다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권
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에서 주관한 학생자치활동 나눔회에 참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번화가에 거주하지 않아서 많은 사
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딱히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몇백명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이라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Q 형법 10조가 뭔가요? 형법10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심신미약에 관한 법입니다. 저는 심신미약 폐지와 관련된 토론에서 폐지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법들 중에서 유독 부
정적인 인식이 많은 법이지만 여러 특수한 상황들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며, 항소의 기회도 보장되고 법관들의 고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용이라 판단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도 쓰지 못하게 폐지해버린다는 것은 극단
적인 대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Q 개인봉사활동이 꽤 많은데 왜 이 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봉사했고 기억에 남는 경험은 뭐가 있나요?
A 간접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장애인들의 바로
옆에서 작업하는 시설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알게 되었고 꾸준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봉사를 시작해 반년
넘게 제 스스로 다름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빨래더미에 가려서 미처 보지 못했던 의족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편견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학생부가 법 관련으로 전부 채워져 있었지만 자율전공전형이라 그런지 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보다는 학생부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활동을 했던 과목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로써 자세히 적지 못했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독서활동상황도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그저 ‘키워드를
무엇일까?‘는 정도의 질문만 받아서 그리 어렵진 않았지만 ‘독서활동상황’란이 아니라 ‘세부특기사항’에 기록되고 진로와
연관이 없는 책이어서 의외였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인, 학생 1인
전공 관련된 것을 위주로, 심화적인 내용 안물어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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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전기공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A 수학과 물리에 관심이 많고 전기 관련 책을 읽고 전기 공학쪽으로 정했다고함
Q 자기소개서 3번에 과학관 봉사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A 자기소개서에 적힌 것을 위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함
Q 그러면 대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는지?
A 해외 봉사나 아이들에게 물리나 수학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함.
Q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
A 3d프린터 동아리에서 했던 led큐브와 3d 사격레이저총을 만드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led큐브는 어떻게 만들었나?
A 대답함.
Q 사격레이저 총은 어떻게 만들었고 실제로 해봤나?
A ~라고 대답함.
Q 미적분 세특에 미적분과 저항, 전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
A 전류는 단위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니까 ~~
Q 물리 세특에 적힌 rlc회로 관련된 것 물어봄.
A rlc회로는 무엇이고 공명진동수와 같은 주파수일 때 전류가 최대로 흐름
Q 무엇 때문에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고 생각하나요?
A 전압이 최대가 돼서라고 생각함.
Q 대학교 와서 잘할 수 있는지?
A 앞서 한 동아리 활동이나 물리 성적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자신있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두 분이 앞에 계신상태에서 10분간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 오늘 언제 오셨어요?
A 새벽 4시에 출발해서 7시에 도착했습니다.
Q1

전기공학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반도체를 좋아해서 전기, 전자 학문에 관심이 생겼는데, 전기공학부는 전기소자, 반도체,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라
는 것을 듣고 이 들을 다 다룰 수 있으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수학부스를 운영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학부모와 같이 오는 어린 아이들
에게 다빈치다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는 데, 외국인 가족이 오셔서 영어로 이를 설명해야하는 때가 왔었습니다. 아

- 123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는 영어를 써서 최대한 그 분들을 배려해주다가, 그분들이 한국어를 써서 저를 배려해주셨습니다. 이 활동으로 회화가 필
요함을 느끼고 영어회화책을 읽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Q3

1, 2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있다 3학년때 컴퓨터하드웨어 엔지니어로 바뀌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A 컴퓨터, 전기, 전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분명 컴퓨터랑 관련이 있는 직업을 할 것 같아 무난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잡
아놓았다가 최근에 전기, 전자관련 지식도 활용 할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Q4

전기공학과에 오기위해 무슨 활동을 했나요?
A 1학년 때는 PTF라는 동아리를 통해, 3D프린터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고 3학년 때는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USB를 전
원으로 하고 스텝업 컨버터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미니선풍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Q5

GPGPU가 무엇인가요?
A CPU는 적지만 정밀 계산에 특화된 연산장치들이 달려있고, GPU는 각 연산장치들이 cpu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gpu는 cpu보다 병렬연산에 특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cpu의 연산을 도와줌으로써
성능을 올리는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Q6

이걸 혼자 공부하신건가요?
A (웃으면서) 네

Q7

반도체의 공정미세화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A 모스펫이라는 소자가 있는데, 원래 이 소자가 전압이 걸려있을 때, 입력부분에서 출력부분으로 전류가 흘러야합니다. 하
지만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소자들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터널링 현상으로 인해 전압을 걸지 않
았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누설전류 현상이 생겼습니다.

Q8

모스펫이 무엇인가요?
A (까먹어서 모스펫 구조를 설명했음)

Q9

주요기능은?
A (트랜지스터 설명이 맞다고 하면서 힌트를 주셨는데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았음) 증폭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 기반 심층면접

질문 및 답변
Q1

1학년 때 꿈이 원자력 공학자였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전기공학자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A 1학년 때 원자력 발전소에 견학을 갔다 온 뒤 원자력에 관심이 생겼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연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전기공학자로 바꾸게 된 거 같습니다.

Q2

전자기 유도가 무엇입니까?
A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Q3

3학년 때 무선전력전송을 주제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원리와 실 험 방법 등을 설명해 주세요
A 전자기 유도의 원리와 동아리에서 했던 실험들을 조리있게 잘 말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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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있다가 순서대로 3명씩 면접실 앞으로 감. 그리고 1명씩 입장
면접관 2명, 학생1명으로 10분 내외, 생기부ㆍ자소서 확인면접

질문 및 답변
Q1

물리 세특에 hdd 와 ssd 의 차이점을 발표했다고 서술 되어있으니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지 질문

Q2

자율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Q3

거점형 물리 실험반에서 한 활동들에 관하여 질문 라디오에 대한 지식, 활동시 경험적인 부분

Q4

대학 진학 후 계획

Q5

학년장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질문

기타 유의사항
사람이 많은 과라서 다른 사람의 면접후기를 보면 질문이 많이 다르다.
2분 스피치가 사라져서 지원동기 자기소개 등을 준비해갔는데 묻지는 않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야함.
질문에 꼬리를 뭄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시작 전 감독관께서 가번호를 대기실에서 배부
2. 면접 시작 전에 2명씩 밖에서 대기하고 나머지는 대기실에서 대기
3.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 학생 1명에 교수님 2명으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1

학생의 성적을 보면 1학년 때에 비해 2,3학년의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유와 노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A 다양한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 수학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학년 때는 중학교 과정의 연장이라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이었
던 공식을 외우는 방법으로도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과에 진학하면서 공식보다는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다보니 수학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 수학에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기하와 벡
터 시간 때 선생님께서 타원당구대를 이용해 타원의 형성과 성질 등을 보여주시면서 수학 공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
니다. 이 수업 이후로, 저는 수학을 공식암기보다는 원리 탐구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Q2

CSN 활동 중 머신러닝을 손실함수를 통해 친구들에게 발표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A 손실함수란, 신경망 학습 즉, 네트워크의 나쁨을 측정하는 함수로 함숫값이 높을수록 머신러닝이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합
니다. 손실함수를 처음 접했을 때, 예상 했던 것 보다 내용이 난해하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까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시청하면서 저는 손실함수가 이차함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그래프를 사용하여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2-1.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을 읽고 오차역전파법 등에 대해 배웠다고 적혀있는데, 자신이 이해한대로 설명해주세요.
A 오차역전파법에 대해 알려면 순전파와 역전파의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순전파란 계산을 할때 계산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역전파는 그 반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5*2 = 10 : 순전파, 10/2 =5 : 역전파) 이러한 역전파를 이용하여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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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는 데에 사용하는데 이를 오차와 비교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오차역전파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분으로 했는
기울기와 다르게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만약 ‘영어로 진행하는 실험 why?’에서 주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요?
A 그렇다면 저는 2가지 주제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비록 시간 소비는 더 많이 되고, 힘들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2가지 주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다툼 없이 그룹원들과의 분위기 또한 원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졸업 후 진로계획
A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입니다. 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선을 적정기술 중 에너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에너지가 풍족하면 그만큼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중 저는 쓰레기로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에너지에 흥미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는 아직까지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졸업한다면 바
이오에너지의 효율을 상승시키는데 노력하여 그 기술로 배터리를 만들어 적정기술로써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
렇게 한다면, 개발도상국은 향상된 기술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2.
3.
4.

경북대는 학생부와 자소서 위주의 질문이 나오니 학생부와 자소서에 대해서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기부를 다 보시지는 않으시고, 중간 정도까지만 읽고 질문하신다.
거짓을 말해도 되나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질문을 면접관 2명이서 번갈아 하시는데 시선은 질문에 따라 면접관 2명을 번갈아서 봐야 한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1학년 물리시간에 인공중력과 우주정거장에 대해 조사했다고 했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우주정거장은 인공중력을 이용한 장치로 우주정거장이 회전을 하면서 관성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중력과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함

+ 관성력이 그럼 무엇인가요?
A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며 버스를 예로들며 설명
+ 그럼 중력이랑 관성력이랑 같다는 건가요?
A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 주제에 대해 질문이 많아 당황함.)
Q2

여론조사표집방안에 대해 탐구했다고 했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통계적 추정을 이용하여 여론조사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작년 학생회장선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친구
들에게 의견을 물음으로써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그를 토대로 통계적 추정과 여론조사를 탐구할 수 있었으며 교과서에서
만 배우던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Q3

OHP4방향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ohp 4방향 홀로그램은 제가 2,3학년 때 진행한 인공지능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hp필름을 4방향으로 붙여
프리즘을 만들고 직접 만든 영상에 프리즘을 올리면서 상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홀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Q4

4차 산업혁명이 생기부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인가요?
A 그래핀, 인공지능 자동차 같은 첨단기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발전하며 계속해서 혁명적인기술이 나타나는 시대를 말합
니다. (이때도 왠지 모르게 당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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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학성 갓 탤런트에서 2등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아메리칸 갓 탤런트 같은 건가요?(웃음)
A 네 맞습니다 ^^

+ 어떤 무대를 통해 2등까지 했나요?
A 친구들과 학교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힙합댄스와 아이돌댄스로 무대를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춤 잘 춰요?
A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 취미가 뭡니까?
A 아이돌보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합니다.
Q6

대학에 와서 공부 말고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3명씩 끊어서 나가며 면접실 앞에서 3명이 대기했다가 한명씩 들어갑니다. 자기 순서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면접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뒷 순서라면 2~3시간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려야합니다. 저는 앞순서라 그나마 괜찮았지만 정말 배고플 수 있습니다.
빵이랑 우유를 주긴 하는데 그래도 든든히 먹고 가세요. 면접분위기 자체는 딱딱하지 않고 정말 대화하듯이 편한 분위기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1:입학사정관님
면접관2:교수님(교수님은 질문을 잘 안하다고 하심)

질문 및 답변
Q1

자리를 조금만 앞으로 댕겨 주세요. 앞 학생이 잘 안 들려서요.
A 넵, 안녕하십니까?

Q1

(말을 끊으며)아! 괜찮아요.(인적사항 말할까봐 끊으신 거 같습니다.)

Q1

간단한 질문부터 해볼까요?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A 제가 원래는 소프트웨어 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소프트웨어만을 배우면 고급개발자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인 하드웨어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학과 보다는 전자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전자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싶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1

오 그렇군요. 전자 시스템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먼저 배워보고 싶나요?
A 네. 제가 경북대학교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전공 중 가장 끌리는 전공은 회로 및 임베디드 시스템공학이었습니다. 이 전
공의 유상대교수님의 연구내역 중에 연산증폭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 연산 증폭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특히 기하프로그
래밍을 통한 연산증폭기의 설계 자동화 기법이 제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Q1

오~ 그래도 많이 알아보셨네요?

Q2

준비 많이 했네~

Q1

다음 질문 할게요. pnp트랜지스터와 npn트랜지스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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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np형과 npn형이 이루는 반도체의 순서가 달라서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자와 양공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저 전자의 흐름의 방향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npn트랜
지스터가 아무래도 n형 반도체, 즉 전자가 많아서 전류의 흐름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1

그렇군요. 그렇다면 트랜지스터가 어떤 곳에 쓰이나요?
A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서 스위치 작용과 증폭 작용을 합니다.

Q1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줄래요?
A (주변을 살피다) 바로 저기 뒤에 있는 모니터나 에어컨 등에 사용됩니다.

Q1

그렇다면 트랜지스터가 이 모니터에서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A (사실 잘 모름.) 넵, 모니터에도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전기제품에 전류를 보내고
어떠한 제품에는 증폭을 시키는지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Q1

음... 그렇군요. 이번 질문은 대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것이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작용과 증폭
작용은 엄밀히 따지면 연산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맞죠?
A 음...

Q1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하는 연산 과정과 트랜지스터의 작용들을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사실이 아닐 수 있음.) 넵! 컴퓨터가 기계어인 010101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 트랜지스터가 있는 것
이고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은 것에 따라서 컴퓨터가 0 혹은 1로 인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1

오~ 그렇게 생각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주어진 코딩 말고 실제로 만든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A 원래 없던 것을 창조한 적은 없지만 있던 것에서 활용을 한 적은 있습니다. 원래는 RC카의 경광등에 지속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었었는데, 저희는 시간지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RC카의 경광등이 점멸할 수 있도록 응용해 보았습니다.

Q2

오 대단한데? 그럼 저도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A 넵!

Q2

응용을 할 때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면 참고를 했나요?
A loop문과 같은 기본 틀은 검색을 통해서 참고 하였지만, 지연 시간이나 세부적인 코딩들은 다 제가 스스로 해내었습니다.

Q2

그럼 스스로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잘 안되던 점은 없었나요?
A 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코딩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코딩을 하려고 하는데 몇 백번에 걸쳐서 실패
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코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았는데, 바로 성공하는 것이었
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막아놔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Q1

크~ 그럴 수 있지.(웃어주심)

Q2

학교가 잘못했네요?
A 헤헤헤 그런거죠.

Q2

저는 질문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A 넵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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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대기실에 있다가 순서대로 3명씩 면접실 앞으로 감 그리고 1명씩 입장
면접관2명 학생1명으로 10분 내외 / 생기부, 자소서 확인면접

질문 및 답변
면접보는데 긴장 풀어라, 언제 왔는지, 아침먹었는지, 뭐 먹고 왔는지 등의
긴장 푸는 질문을 많이 하셨다.
Q1

물리 세특에 보면 B~~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Q2

전자기유도에 대한 보고서를 썻는데,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Q3

그럼 전자기 유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일까?

Q4

답변한 것(금속탐지기, 자이로드롭)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리니 금속탐지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Q5

서류를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자동차를 물어볼까? 반도체를 물어볼까?

Q6

답변(반도체라고함.)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설명해봐라.

Q7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고 느낀점?

Q8

진로가 000인 이유?

Q9

아까 답변 중 아두이노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기타 유의사항
사람이 많은 과라서 다른 사람의 면접후기를 보면 질문이 많이 다르다.
2분 스피치가 사라져서 지원동기 자기소개 등을 준비해갔는데 묻지는 않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야함.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다른 층에 있는 면접실 앞에서 3명씩 대기하고 면접을 봄.
면접관은 2명이었는데, 교수 1명 입학사정관 1명 같아 보였음.

질문 및 답변
Q1

(진로희망)꿈이 의료기기 개발자인데 왜 전자공학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냐?

Q2

자소서에 탈모치료기를 설계했다고 되어있는데, 설계하며 어려운 점은?

Q3

(자소서2 : 동아리에서 인공지능 원리를 구현해봄)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한 것인가?

Q4

(자소서3 : 체육활동을 씀) 체육을 좋아하나보다, 무슨 운동을 제일 좋아하는가?

Q5

(자소서3 : 친구들이 농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이끌었다고 적음)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는가?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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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관2, 학생1

질문 및 답변
Q1

내진설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셨던데 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1 동조질량감쇠기와 동조액체감쇠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2 그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Q2

수상내역 중 ‘수학주제발표대회’에 나가 수상하셨는데 어떤 대회이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해보세요.

2-1 실제로 조사를 하셨다면 표본은 어느 정도로 하셨나요?
2-2 그럼 적절한 조사를 하려면 표본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Q3

동아리에서 아두이노로 제작을 하셨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 10분 면접

질문 및 답변
Q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설계부터 실험, 결과까지 일련이 과정이 있었을텐데 그 중에서 전자공학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공부는 했었나요?
A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한 적외선 센서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공학부에서 배우는 신호처리라는 과목과 관련있습니
다. 또한 몸체에 중요하게 쓰인 CPU도 그러하고 코딩도 전자공학부에서 배우는 C언어프로그래밍 같은 과목과 연관 있
다고 생각합니다.
Q 푸리에급수에 관해 공부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푸리에급수와 변환은 모든 주기함수를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형태를 변
환하는 것입니다.
Q 자소서에 리더십에 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조원들의 특성에 맞게 일을 잘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 하
는 일을 맡아야 더욱 책임감있게 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Q 그것 외에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여 조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나면 조원들도
일을 수행할 때 헤매지 않고, 일의 전 과정 중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일을 할 수 있습
니다.

기타 유의사항
∙ 면접관 1명은 계속 응시하고, 나머지 1명은 딴청을 함.
∙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지만 대답은 핵심을 담아서 또박또박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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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서류 확인 면접 자기소개서, 생기부, 전공적합성, 인성 기반 질문 (하지만 대부분 자소서 질문에서 끝남. 본인
은 자소서 질문만 했음)
여러 개의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각 대기실마다 지정된 각각 다른 면접실에서 면접을 보는 방식
각 면접실은 교수 2분과 학생 1명으로 구성

질문 및 답변
1번 교수님 질문
Q1

RSA 암호에 대해 연수하신 것 같은데 RSA 암호와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 설명해달라.
A RSA 암호는 두 소수의 곱을 소인수분해하는 암호이며 소수가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
어 11x23인 253을 우리 방식으로 나타내면 2x^2 + 5x + 3이 되고 이는 (2x+3)(x+1)로 인수분해되고 x가 10을 의미
하니 11*23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을 우리 동아리에서 만들었다.

Q2

MPI코드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셨는데 어떤 원리고 어떤 조언을 들었는가?
A 우리가 사용했던 C++코드는 Serial code로써 CPU의 단일 코어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 Parallel cod, 즉 평행코드
의 일종인 MPI코드는 듀얼 혹은 쿼드코어에서 모든 코어가 동시에 같이 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나 효
율성이 늘어난다. 이로 연산하면 우리의 문제였던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조언을 들었다.

Q3

생활기록부에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컴퓨터공학과나 다른 선택지가 아닌 전자공학부에 지원했는가?
A 물론 컴퓨터공학과와 같은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평소에도 나는 물리를 좋아했다. 그래서 내 관심사인 인공지능과 좋
아하는 물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병행하기에 전자공학부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선택했다.

2번 교수님 질문
Q4

자소서 2번에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자율주행 드론을 구현하고자 한 것 같은데 초음파 센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자율
주행 드론을 구상하였는가?
A 우선 초음파 센서는 한쪽에서 나온 초음파가 물체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다른 한 쪽으로 받아 시간을 측정하는 센서이
다. 이때 음파의 속도는 알 수 있으니 속도와 시간을 통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으니 물체와
의 거리를 둘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 드론을 만들고자 했다.

Q5

앞으로의 드론은 어떨 것이라고 보는가?
A 우선 인간이 갈 수 없는 혹은 가기 힘든 장소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드론이 높
은 고도를 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면 히말라야 산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올라가서 구조하긴 힘
들지만 드론은 올라가서 구조가 가능하다. 이처럼 응급구조 분야에 있어서 드론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
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찰한다면 드론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Q6

자소서 3번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A 1학년 때까지는 내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와 같은 고
민으로 인해 말하는 것을 조금은 꺼려했다. 하지만 2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발표나 토의를 할 때 어떻게든
말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말하는 실력이 늘었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니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활기차고 밝은 성격으로 변한 것 같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지구과학교육과

면 접 방 법

1대 2면접, 생기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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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지구과학교육과에 오면 대기, 해양, 천문, 지질 등을 배우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자신있어하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A 자신있다기 보다는 현재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Q2

그렇다면 가장 자신 없는 분야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A 아무래도 천체파트가 가장 자신이 없는데 고등학교에서도 ‘틈새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도해 친구들과 문제를 만들고
풀이하는데 고민하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어 대학교에서도 학과 내 관련 동아리나 스터디를 통해 선후배 및 동기
와 함께 고민해보며 실력을 키우고 싶다.

Q3

진로희망을 살펴보면 초등교사-교사-과학교사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A 처음에는 막연하게 교사라는 꿈을 꾸었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과학중심 과목을 배우면서 자연스레 과학과목에 더 눈길이
갔고 특히 과학실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과학교사로 굳혀지게 되었다.

Q4

(생기부관련)지진에 있어서 진도와 규모가 무엇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A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규모라 하는데, 같은 지진이라면 어디에서나 규모는 같다. 그러나 같은 지진
이라도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지질 조건 등에 따라 지진의 피해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지역에서 실
제로 나타나는 지진의 흔들림 정도와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진도라고 한다.

4-2) 그렇다면 진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지질 조건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5

(생기부 관련)지구과학2시간에 금속과 비금속 광물을 분류하고 대체 자원 개발 방법을 서술하는 문항을 직접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광물을 분류하고 대체 자원 개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A 금속과 비금속 광물을 분류하는데에는 제련의 유무로 분류했다. (대체 자원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이 나지않
아 교수님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뒤 끝내 생각이 나지 않아 나중에 꼭 공부해오겠다고 말함)

Q6

추후에 교사가 되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A 아무래도 그 학생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전보다는 낮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과 자신감을 먼저 높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타 유의사항
8시 30분까지 입실이였으나 여유 있게 1시간 일찍 들어가 8시30분이 될 때까지 준비한 면접 자료를 정독했음. 8시 30분이
되었을 때 면접 조교께서 부정행위 및 안내사항을 전달해주셨는데 자신의 면접 차례가 올 때까지 휴대폰 사용 금지, 면접대기자
들과 대화 금지, 준비한 면접 자료를 못 보게 하여 자신의 면접차례가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렸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 10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수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교과과목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말해주세요
A randict함수를 사용하여 랜덤모듈을 이용하여 난수를 임의로 추출하였고 확률과통계과목 중 임의추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임의추출이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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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학년때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헀는지 말해주세요
A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처음에는 전류전압측정계로 측정하려 했으나 순간 만들어지는 전기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어서 방전상태인 휴대폰을 10분 동안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비교 실험하였습니다.

Q3

심판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봐주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주세요
A 제가 심판으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파올을하면 넘어가주고 하다 보니 상대편에서 불만이 많아져서 경기가 거칠어지
고 결국 경기를 중단해야 되었고 이후 그만두려했으나 체육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음번 심판으로
도 활동하고 결국 결승전까지 심판을 봤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지구과학교육과

면 접 방 법

지구과학교육과는 학종으로 4명밖에 안 뽑아서 1차 통과자가 12명이었습니다. 사람 수가 적어서 오전에 면
접이 모두 끝났습니다. 면접 도우미는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재학생분들 이었고, 재작년까지는 학교생활에 대
한 질문 같은 것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면접 대기 때 아무말도 안하고 정숙이었어요. 면접 대기 중 간식도
제공 해 줍니다. (빵, 우유, 물)
<면접 전>
∙ 8시 30분까지 입실, 전자기기 소지 금지 (전원 종료 후 가방에 넣어놓는건 가능)
∙ 입실 종료 후, 면접 시 유의사항 안내 해 줍니다. (이름, 출신학교 밝히는거 절대 안됨, 들어가서 “안녕하세
요”라고만 말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 하셨어요)
∙ 유의사항 안내 후 면접자료는 다 집어넣어야 해요.
∙ 면접 시 유의사항 안내 후 바로 시작하진 않아요. 제 생각엔 교수님들 준비가 다 끝나야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8시 30분까지 수험생 전원 대기실에 입실하고 9시 10분인가? 그때부터 가수험번호 1번 면접 시작했습니다.
∙ 면접 대기 중 화장실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한명이 화장실 가도 되냐고 여쭤보면 대기실 학생들
한테 화장실 갈사람 있냐고 물어보고 거의 다섯명이서 우르르 갔었어요
∙ 농어촌 전형까지 합해서 총 15명이 면접을 봤었는데 5명씩 2(교수님)대 1(학생) 면접을 보고 10분 쉬었다가
5명 면접 보고 10분 쉬었다가 면접 봅니다. 대기시간엔 정말 멍때리면서 대기해야했어요. 면접 예상내용 혼
자 곱씹어보는 것도 10분~20분이지 기다리다보면 그냥 멍 때리게 됩니다.
<면접 중>
∙ 한명이 들어가면 그 다음 수험번호 학생은 복도로 나와서 대기합니다.
∙ 한 명당 면접시간은 10분이예요.
<면접 후>
∙ 대기실에 다시 못 들어가고 면접 보러 나올 때 짐 다 챙겨서 나와야해요. 면접 보는 방 나오자마자 복도에
본인 짐 챙겨서 귀가하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Q1

지구과학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이고 왜 좋아하는가?
A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대충 이런 내용을 말했다~ 식으로 적어요)
사람이 무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앓고있는
병(?)인 비염을 사례로 들면서 대기과학이 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분야라고 말함.
그래서 대기과학에 관심을 가져 ’통계적 기법과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미세먼지 사례원인 조사’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
한 적이 있다고 말함.

교수님 : 오 연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안물어보셨음.)
Q2

그럼 지구과학 내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는 뭐고 그 이유와 앞으로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해서 그것을 어
떻게 공부 할건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지질학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구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질인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내에는 천문, 기상, 지질, 지구과학교육 네 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지질동아리에 가입해서 가장 거리
감있게 느껴졌던 지질에 대해 동아리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깊게 공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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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 엇 엄연히 따지면 제일 오래된건 우주인데? (웃으셨어요)
A 지구 안에서요! 안에서
Q3

자기소개서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은 언급했는데, 사실 진짜 교실에서는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아이도 있고, 높은 아이도
있잖아요? 이럴땐 어떻게 할건지, 본인이 생각하는 눈높이 교육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저는 눈높이 교육이 학업성취정도가 낮은 아이에게 맞춰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맞지만 공교육에서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 정도까지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대답한거는 기억이 잘 안나요 ㅠ..ㅠ, 제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들고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휴식하는 시간이어도 끝까지 가르쳐주신 것처럼 저도 그러겠다 뭐 이런식의 말에다가 좀 더 덧붙여 대답한 것 같아요.)

Q4

지구과학2 시간에 천해파에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천해파와 지진해일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 해
볼 수 있어요?
A 천해파의 정의와 실험과정을 연결지어 답변했는데 좀 부족한것같았습니다.

Q5

제트류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작성한 폭염, 비행기 항로결정 말고 다른 사례가 있나요? 알
아내고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어떤점을 느꼈나요? (사실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음)
A 진짜 뭐라 대답했는지 1도 기억이 안나요... 후기 쓰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들은 질문이 진짜 하신 질문이 맞
나 싶기도 하네용 호호..^^

Q6

아까는 지구과학 내에서 좋아하는 과목과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지구과학 외에 고등학교때 배웠던 과목 중에서 배
운 점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상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지구과학 다음으로 국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특히 문학을 좋아했었는데, 문학에서 글을 읽으면서 화자의 정서, 의
도 등을 잘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을 읽으며 기르게 된 공감능력이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쫌 얼버무렸어요)

기타 유의사항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 받은 것 같았는데 정확이 기억이 잘 안나네요. (19년 인생 가장 긴장됐었
음, 수능보다 더 떨렸었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말하다가 제한시간 10분이 다 되어서 완벽하게 답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 던져주셔서 좋긴 했지만, 나와서 계속 생각하니까 질문에 더 잘 대답하지 못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들어가면 교수
님 두 분이 앉아계시는데 정말 따뜻하셨어요. 어떤 말을 해도 끄덕이시니까 쫄지말고! 침착하게 하고 싶은 말들 잘 하고 나오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면접 10분 이내)

질문 및 답변
Q 울산지역 미세먼지 사례원인 조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지원자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역궤적 그래프를 그려 미세먼지의 원인을 추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미세먼지 수집기계를
접할 수 있었고 관심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역궤적 그래프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이미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나요?
A 네
Q 역궤적 그래프를 그릴 때 오염이 심했던 날로부터 3일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했는데 기간을 3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A 바람의 통해서 오염원을 알아내는데 있어 3일의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 134 -

∙ 경북대 ∙

Q 오염원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Q Skew T log P Diagram 단열선도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이 활동을 왜 하였고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A 은밀한 살인자 PM2.5라는 책을 읽고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구과학 교과시간에 배웠던 대기안정도에
대해 떠올라 미세먼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단열선도 중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
지가 심했던 날의 단열선도를 살펴보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의 단열선도는 주로
역전층이 있거나 자유대류고도와 평행고도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요양원 봉사를 한 이유와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매체를 통해 독거노인 분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인근 요양원을 찾아
가 봉사를 하였습니다. 노인분들마다 가지신 지병들이 다양했고 조심해야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의 봉사와 달리 사람
을 대하는 봉사였는데 제가 부끄럼이 많아 노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며 노인 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불편한 점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관련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자소서에 수학주제발표대회에서 ‘그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응용했다고 했는데 개념화하는 방법과 그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네 제가 혈흔형태분석법을 할때 타원과 삼각함수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개념을 이용할때...

- 제가 형태분석법에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 혈흔형태 분석법이란~~~. 그래서 저는 이 타원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될까에 대해 먼저 고민했습니다 피가 튀길 때 공중
에서는 구형태가 되는데 이 피가 바닥에 떨어지면 타원형이 됩니다 이 타원형의 정사형이 공중에 있는 구의 원이되는데
이때 원의 지름이 타원의 단축과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개념이 어떻게사용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속으로
어떻게 실험해야할지 구상했습니다(이때 질문이 뭔뜻인지 몰라서 걍 자신감있게 말함.)
Q2

vr페스티벌에 참여하고 vr기기를 만들어봤다고 했는데 설명해주세요
A vr페스티벌에 참여해서 기기를 만든것이 아니라 페스티벌에서는 체험을했고 다른곳에서 vr기기를 만들어봤습니다

- 페스티벌은 학교에서 한건가요?
A 아니요 부산에 가서 했습니다
- 만들었던 Vr기기는 어떤 건가요?
A 골판지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던 것은 골판지를 이용한 것이었고 체험을 가서 사용해봤던 것은
플레이스테이션 vr이였습니다 vr기기의 성능 차이로 직접 만든 것은 몰입도가 비교적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들 것으로 롤
러코스터를 타는 체험을 했었는데 떨어질때 살짝 빨려들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것같아 의자를 뒤
로 젖히는 식으로 몰입도를 높혀봤습니다.
- 네 재밌네요 vr이 참 유용한 기술인데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같나요?
A 기기가 비싸서 그런 것같습니다
- 아까 말했던 골판지 같은 경우는 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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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골판지 같은 경우는 싸지만 기기의 성능이 플레이스테이션 VR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할 수 있는 컨
텐츠가 제한되어있습니다 곧 플레이스테이션5가 나오는데 vr전용으로 나온다고 하니 많은 컨텐츠가 제작되어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기기의 성능으로 인해 컨테츠가 제한되어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vr말고도 ar이라는 기술도 있잖아요? 그 뭐지? 핸
드폰으로 하는 포켓몬 그거 있자나?
A 아 포켓몬고입니다
-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A 저는 사실 vr에 비교해서 ar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ar같은 경우 포켓몬 고와 같이 카메라에 제한된 시야를 가진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몰입도가 vr에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화면이 제한되는것은 ar의 특성이 아닌데... 대충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A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교수님이 AR연구하시는 분 같았음. AR까내리는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좋은점 말할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잘못 말해서 교수님 전문분야 까내린듯...ㅠㅠ)
- 그 vr 총게임을 만들어봤다고 했는데 코딩을 할줄아나요?
A 아니요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면서 만들었습니다
- 여기서 총을 쏘는 것을 구현할 때 총을 바로 쏘는것이 아니라 총알의 궤적선을 이용해서 구현했다고했는데 사실 바로 총이
나가게 코딩할 수 있어요. 아직 코딩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랬나 보네. 혹시 vr로 해보고 싶은거 있어요?
A 네 저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PTSD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고객전용 주문제작형식의 가
상현실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Q3

네 그 수상 경력 중에 수학주제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A 3학년 때에는 아까말씀드렸던 혈흔형태분석법에 관한 탐구를 했습니다

- 그럼 2학년때는 다른 주제로 하셨는지?
A 네 2학년때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택시통행량에따른 택시를 탈 수 있는 확률에 관한 탐구를 했습니다
- 통행량 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직접 다 셌나요?
A 네 다 직접셌습니다 (교수님들 웃으심) 택시가 아무렇게 막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별로 출근하는 아침 점심
퇴근하는 저녁때에 특정지점에서 택시수를 셌습니다.
- 이 주제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A 아 제 집이 학교에서 좀 멀어서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시간 때에 어디에가야 택시를 잘 탈
수 있을까가 궁금하여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 오 평소에 자신이 궁금하던 걸로... 재밌네요
Q4

자소서에 농구팀의 주장을 했다고 돼있는데 주장은 농구를 제일 잘해서 한 건가요?
A 네 반에서는 제일 잘 해서요

- 그럼 여기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A 저는 제가 농구를 잘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장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적었다시피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팀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장은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개개인의
능력들을 잘 파악하고 팀원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도록 뒷바침해주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
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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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2:1 면접, 제한시간 10분, 서류 기반

질문 및 답변
Q <천재들의 주사위>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A 확률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으나, 저는 지금 날씨를 예측하는 데에 확률이 쓰인다는 내용이 기억납니다.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또다시 비가 올 확률이나, 오늘 비가 오지 않을 때 내일 비가 올 확률 등을 계산하여 일주일 후의 날씨를
예측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꼬리 q. 날씨 예측을 하는 데는 어떤 확률이 쓰였습니까?
A 어... 그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정답이 조건부확률인 것 같습니다.)
Q 블록체인에서는 확률이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A 제 생기부에 블록체인에서 확률이 쓰인 것을 탐구했다고 씌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블록체인보다는 가상화폐에서
확률이 어떻게 쓰일지 연구했습니다. 가상화폐 종류 중 하나를 택하여 일정 기간 중에 가격 상승 그래프 추이를 연구하
여 가격이 상승하는 비율과 하락하는 비율을 구하여 이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 꼬리 q.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확률이 어떻게 쓰일 것 같습니까?
A 그건 기술적인 측면이라 잘 모르겠으나 저는 블록체인이 해킹당할 확률은 0%라고 생각합니다!
- 꼬리 q.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이 각 블록에 데이터들을 저장한 뒤 이를 체인 형태로 엮어서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복제시켜
서 저장하는 기술인만큼 해킹을 하기 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한다면 그 컴퓨터의 데이터가
달라져서 다른 컴퓨터들과 비교했을 때 잘못된 정보인 것이 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해킹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꼬리 q. 얼마 전에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A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분들 피식피식 웃으심...ㅎ)
Q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A 일반적인 은행에서도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의료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의 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 저장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말했는데 잊어버림!)
Q 학예부 차장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A 2학년 때 학예부 차장을 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예부 차장은 학교의 행사를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책임감이 강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행사를 제가 혼자서 다 해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다보니 제가 하고 싶은데 로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저 혼자서 일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
고, 학생회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친
구들과 함께 협력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전교부회장이 된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
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보니 행사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완성도도 좋아졌습니다.
Q <누워서 읽는 알고리즘> 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은 것은?
A 그 책이 실제로 프로그래머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저자분의 실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분이 어떤 회사에서 작업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수행하던 중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버그를 발
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그를 잡는 디버깅 작업을 하기 위해 밤을 꼬박 새면서 겨우 버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때의 쾌감과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
니다. 프로그램을 짜면서 파일이 컴파일되지 않거나 로봇이 제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오류를 잡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국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뤘을 때의 쾌감은 엄청났습니다. 그 덕분에 더 프
로그래밍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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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q. 책의 제목만 보면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A 아니요!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외의 일상생활 속의 알고리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꼬리 q. 알고리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네, 그것도 앞으로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A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Q 라인트레이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나요?
A 아두이노를 이용한 것과 EV3를 이용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검정색과 하얀색을 구분하는 센서를 로봇에 달아 검정색을
인식할 때는 어떠한 속도로 주행하고, 하얀색을 인식할 때는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보시는 분들이 직접 10분 시간 재심. 딱 10분 안 지킴 적당히 말 다했다 싶으면 그분들이 끝냅니다. 면접 대기하는 동안
전자기기 및 가방도 제출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 자료든 뭐든 아무것도 못 보게 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치위생학과

면 접 방 법

1:2 면접 / 10분 면접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진로가 1학년 때는 연구원, 2학년 때는 보건의료계통, 3학년 때는 치과위생사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A 1학년때 진로는 제가 중학생때부터 어떤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잡았던 꿈이고,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조사하다가 연구원이 되는 것보다 직접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건의료계통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계통 중에서도 다양한 직종으로 꿈이 바뀌어서 2학년 때는 보건의료계통으로 작성했고, 2학년 2학
기 때 치과위생사선생님과 진로 멘토링 시간을 가져 치과나 치과위생사에 대해 들은 후 저랑 잘 맞을 것 같고, 치과위생
사분들의 직업만족도도 높아 치과위생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2

진로 멘토링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나요?
A 네.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과 필요한 자질, 덕목 등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Q3

수상경력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수학일기쓰기와 같이 수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수학에 관심이 많나 봐요?
A 네.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위해서 여러 공식도 사용하고 그래프도 그려보면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이 재밌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답을 찾으면 성취감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수학문
제를 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Q4

수학 뿐만 아니라 지구과학도 잘한 것 같은데. 전교1등이면.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A 저는 2학기 때부터 지구과학 교과목에 관심이 생기면서 개념을 탄탄히 잡았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다가 안 되
면 선생님께 자주 질문했었습니다. 계속 질문하다보니 심화적인 내용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러한 심화적인 내용들을 친
구들한테도 알려주면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Q5

지구과학 말고도 생명도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공부 방법을 사용한 건가요?
A 네. 생명은 제가 꾸준히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질문을 위해 많이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었고 성적도 향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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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책을 많이 읽었네요. 전공과 관련된 책도 많은데 이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을 알려주세요.
A 저는 ‘치과를 읽다’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책은 진로 멘토링 수업을 듣고 제가 치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많다
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생각하다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고른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스
케일링을 하면 이가 하얘지지 않는다’와 같은 잘못된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구강관련 내용도 많이 알게 되어서 친
구들한테도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Q7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A 너 진짜 치과위생사 같다든지 치과위생사랑 잘 어울린다와 같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다 웃으심)

Q8

RCY활동도 열심히 하고 단장까지 한 것 같네요. 그 이유랑 단장같은 활동을 하면 여러 에피소드가 많을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A 저는 중학교때도 RCY를 했었는데 그때 단장 선배가 정말 열심히 하신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어 보여 저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단장을 지원했었습니다. 단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응급처치교육 때 인데 제가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직접 응급처치방법도 알려주고 대회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후배들과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Q9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A 저는 3년 동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식나눔 봉사를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알려주었는데 재밌게 가르쳐주기 위해 많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기초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어서 학업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
다.

Q10 자신의 장, 단점을 알려주세요.
A 저의 장점은 공감능력과 통찰력이 좋은 것입니다. 친구들과 고민상담을 하면 그 친구가 어디가 불편한지 빨리 찾아내고
또 그것에 대해 공감해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저의 단점은 모든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
만 저는 모든지 열심히 하다보니 뒤로갈수록 지쳐서 제대로 안됐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순위
를 정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현재는 단점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Q11 그 장, 단점을 치과위생사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공감능력과 통찰력이 좋으면 환자와 대화하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또 환자가 어떤 진료를 원하
는지 공감하면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12 친구들이 다툴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A 저는 여중에 남녀공학이지만 분반을 해서 여자들과 있었던 시간이 길어 여러 다툼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쪽 의
견만 들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양쪽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듣
고 공감해주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서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화학과

면 접 방 법

8시 30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고, 임시번호 배부 후 8시 50분부터 4번과 5번 방으로 나누어져 면접 보았습니
다. 앞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면접장에 들어가면 입학사정관 한 분과 교수님 한 분과 면접 진행합니다.

질문 및 답변
교수님 질문(자소서질문)
Q1

혹시 친수성기와 소수성기의 종류도 조사했나요?

Q2

산소가 많아서 수소이온을 잘 방출한다는 것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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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계면활성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때가 떨어지는지)

Q4

때는 친수성인가요 소수성인가요?

Q5

친수성은 극성인가요 무극성인가오?

Q6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에 대해 아나요?

입학사정관님 질문(생기부질문)
Q1

과학탐구대회는 무엇을 하는 대회였나요?

Q2

시험연구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Q3

3년간 공부하기도 바쁜데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나 자소서, 예상 질문지를 챙겨 갈거면 가방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실은 따듯한데, 면접보기 전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추워서 몸이 벌벌 떨리면 더 긴장되니까 핫팩 챙겨가세요. 마지막 할 말은 안 시켜도, 해도 되냐고 물으면 시켜주
시니까 꼭 하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화학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0분 예상했지만 15분정도 소요 / 면접형태 : 교수( 2 )명, 학생( 1 )명
면접절차 : 전체 대기실에서 대기 → 안내에 따라 3명씩 직전 대기실에서 대기 → 안내에 따라 1명씩 면접장
으로 들어감
유의사항 : 1. 전체 대기실에 일찍 오면 자료를 보고 있어도 되지만 조교의 안내 후에는 계속 자료를 볼 수 없음
2. 블라인드 면접 (교복 x)

질문 및 답변
교수님이 2분 계신데 왼쪽 분은 생기부 위주, 오른쪽 분은 자소서 위주로 물으셨음
(오른쪽 분 먼저 시작)
Q1

산과 염기가 무엇인가?

Q2

(학생이 산과 염기의 확장된 정의를 설명했는데,) 루이스 염기가 이용되는 예시를 알고 있다면 말해 보세요.

Q3

(학생이 배위 공유결합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나요?

Q4

오비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Q5

(학생이 오비탈의 종류를 나열해서 말했는데,) p오비탈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Q6

(학생이 부양자수에 대해 언급했는데,) 부양자수가 뭔지 알고 있나요?

Q7

아세트 아미노펜을 합성했다고 자소서에 써있는데, 이게 뭔가요?

Q8

비누 합성 실험을 했다고 자소서에 써있는데, 비누화 반응이 뭔가요?

(왼쪽 분 시작)
Q9

생기부를 보니 진로 희망이 3년 내내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화학 교사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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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생기부를 보니 봉사시간이 많은데,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나눔 봉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싶나요?
Q11 대학 와서 꼭 해보고 싶은 화학 실험이 있나나?

기타 유의사항
∙
∙
∙
∙

생각보다 교수님과 학생 사이 거리가 가깝게 책상이 놓여져 있어서 당황
자소서의 과학 키워드들을 보고 이에 대해 설명해보거나 정의를 말해보라는 질문이 대다수
대답을 잘하거나 또 다른 개념을 넣어서 말하면 꼬리질문으로 다시 물어봄.
아무런 대답도 못할 만큼 어렵게 내는 질문은 없었음. 다 자소서에 있는 개념만 물어봄.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 10분 면접

질문 및 답변
Q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조사했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뭐고 사례에는 뭐가 있나요?
Q 한국사 암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Q 교과우수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어떻게 수상했다고 생각하나요?
Q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뭔가요?
Q CCUS기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Q 환경지키기 UCC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

UCC만들어서 유튜브에는 안올렸어요?
몇 명이서 만들었어요?
수질오염에 관심이 많은거 같은데 수질오염의 원인은 뭐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요?

Q 한솔나눔회활동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한술나눔회 활동이 뭔가요?
- 친환경으로 재배하면서 힘든점은 없었나요?
- 주로 무슨 작물을 키웠죠?
- 벌레가 생긴다거나 하진 않았나요?
Q 진로 UCC 무슨 내용?
- 본인이 맡은 역할?
- 어려웠던 점은?
Q 자율동아리에서 장으로 활동했는데 무슨 동아리인가요?
-

자율동아리에서 태양광,수소연료전지실험,풍력발전기실험같은 환경관련실험을 많이 했는데 무슨 실험인지 말해볼래요?
실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어요?
또 다른 환경실험 한 거 없어요?
동아리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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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3대 1면접 / 서류70 면접3 / 블라인드면접 / 생기부 확인 및 인성면접

질문 및 답변
Q1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주세요.
A 중학교 때부터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멋져보여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꿈을 이루기위한 노력으로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가게되었고 그곳에서 들었던 제 진로에 대한 어르신들의 응원의 말씀,
제 봉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과 같은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
다고 생각이 들어 노인전문간호사를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경상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자소서내용중) 또래상담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학급 부적응 친구 돕기 활동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야기해주세요.
A 어려웠던 점은 친구에게 다가갈 때 친구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인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로 이야기를 해 나가다보니
친구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3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이었고 그 활동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A 네. 저는 진로를 위해 했던 요양병원 봉사활동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청소,
웃음치료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더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었고 더욱 노력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Q4

경상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한 후 자신이 생각한 교육과정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해보세요.
A 네. 저는 간호학과를 준비하며 정말 많은 정보를 모아왔고 또 경상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열심히 알아와 제가 생각한
교육과정과 다를 것 같지 않지만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먼저 그 상황을 겪으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거나
교수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
∙
∙
∙

형식 → 면접관 3명 :
면접 시간 → 원래 한
대기실 → 한 책상 당
대기실 내에 간식으로

학생 1명 (생기부 & 자소서 기반 면접)
명당 10분∼15분인데, 오후반의 경우 좀더 짧게 진행됨.
한 명씩 떨어져 앉아서 대기하고, 조용히 준비하는 분위기
빵, 쥬스, 물 등이 있고 휴대폰 사용은 금지됨.

질문 및 답변
긴장을 한 상태로 면접을 봐서 답변은 기억나지 않고, 기억나는 질문만 적음.
Q1

어디에서 왔어요?

Q2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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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상대학교 지원 동기

Q4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

Q5

마지막 할 말

기타 유의사항
∙ 의외로 생기부, 자소서 관련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음.
∙ 전반적인 분위기는 편안하고 좋았으나, 준비한 것에 비해 생기부 기반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아쉬웠음. 성적이 된다면 교
과에 지원할 것을 추천함.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건축도시토목공학부

면 접 방 법

1명 지원자 대상 면접관 3명,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도시공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내용
Q 장점과 단점?
A 장점은 한 가지 일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찾아본다는 내용, 단점은 고집이 세다
는 내용
Q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것?
A 믿음입니다.
- 꼬리질문: 믿음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믿음은 성향이 맞아서 쌓일 수 있다는 내용
- 꼬리질문: 성향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학업적인 성향 이야기 하다가 대답 못함. (면접관님이 계속 대답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셨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경영정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과 면접자 1명이 면접하고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나 생기부 기반 질문입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Q2

수학교과 성적이 낮은데 경영정보학과는 수학이 중요합니다. 수학성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Q3

경영 정보에서는 코딩을 배우는데 코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Q4

20년 후에 본인은 무슨 일을 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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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본인이 생각하는 경영인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Q6

학교 생활을 하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Q7

싫어하는 과목이 있나요?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면 접 방 법

3층 대기실에서 대기(폰은 처음에 수거, 가져온 자료는 볼 수 있음.)
앞 사람 면접하는 대기실에서 기다린 후 앞 사람이 대기실에 들어오면 1~2분 후 면접보러 감
차례가 오면 가번호 받고 면접실에 입장
면접관 3명, 약15분~20분 면접
블라인드(학교이름, 주거지역, 본인이름 등 발설금지)

질문 및 답변
Q 거기보면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보이죠? 1번과 3번을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풀어주세요.
1번.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주사위가 다른 주사위의 배수가 되는 확률은?
3번. cos제곱x을 적분해주세요.
Q 간단하게 지원동기와 자기소개를 하주세요.
A 저는 어릴적부터~~~ 그러다 교내대회에서 시대회로 이어진 발명품 경진대회에 참가하며 항공우주공학자로서의 진로를 가
지게 되었습니다.
Q 어 잠깐만, 발명품 경진대회는 어떤 대회죠?
A 발명품 경진대회는 주위에서 많은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 저는 당시의 ~~~ 부분에서 개선하고자 하였습
니다. ~~~와 같은 과정을 겪었고 ~~~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그렇다면 발명품 경진대회 말고는 다른 창의적인 대회는 없나요?
A 융합과학실력겨루기 대회가 있습니다.
Q 그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A 주어진 재료로 주제에 알맞은 결과물을 융합적 지식을 토대로 만드는 대회입니다. 당시의 주제는 튼튼한 의자를 만드는
것이었고, ~~~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Q 고교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였으며 그 안에서 ~~와 같은 느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실패를 하더라도~~~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에 부분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갔습니다. 그에 3학년 때
했던 ~~~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시행하였습니다.
Q 3학년 때 부반장으로서 활동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해주세요.
A 저는 주변에서 ~~ 이러한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신 담임선생님께서의 추천으로 후보로 나가게 되
었습니다. 공략은 ~~~와 같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고 많은 부분에 있어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항공우주공학자로서 진로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저는 항공우주공학자로서 비행기의 디자인 중에서 날개와 같은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와 같은 것을 미래의 항공기에 알맞게 변화시켜 비행효율을 높여 많은 부분에 있어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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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러시아학과

면 접 방 법

광장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학과마다 줄을 선다. 팻말을 따라가서 학과방에 들어가고 난 후, 수험번호 순으
로 소파에 맞춰서 둥그렇게 앉는다. 그런 다음 수험표와 신분증을 검사한다. 나는 신분증을 두고 가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내 신분을 확인하셨다. 그러니까 신분증 두고 갔다고 나처럼 잠 설치지 마시길! 아니 그전에
미리 미리 챙겨두자. 그리고 한명씩 면접 보고 나서 다시 학과방에 들어간다. 이때 절대 면접 내용은 말하면
안 된다. 오후반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폰 받고 나가면 된다.

질문 및 답변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Q 질문 : 러시아과에 지원한 동기?
추가 질문 : 러시아어는 배워보니까 어떻던가요?
추가 질문 : 러시아어가 가지는 특별한 점?
추가 질문 : 프랑스어도 성별 나누지 않나?
Q 질문 : 수상 실적을 보면 ‘인성 덕목’에서 최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어떤 내용?
Q 질문 : 학교가 남녀공학인가?
추가 질문 : 남녀 비율이 어떤가?
추가 질문 : 남학생 수가 적으면 여학생들 기에 눌려서 많이 싸우지 않는가?
추가 질문 : 정말 한 번도 남녀 학생 간에 싸운 적이 없는가?
Q 질문 : 독서활동에 ‘꺼삐딴 리’를 읽었는데 내용 알죠?
추가 질문 : ‘꺼삐딴’의 뜻이 뭐죠? 어느 나라 언어죠?
추가 질문 : 그렇다면 제목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Q 질문 : 다문화 가정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였나요?
추가 질문 : 그곳에서는 러시아어를 많이 안 쓰던가?
추가 질문 : 러시아어를 쓰는 국가들은 뭐가 있을까?
추가 질문 : 구소련 국가들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Q 질문 : 러시아 시간에 ‘중앙아시아 문화외교단체 설립구상’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지?
추가 질문 : 한글 교육 부분은 이미 여러 단체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차별화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Q 질문 : 경상대학교에 러시아학과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추가 질문 : 선배 중에 경상대에 다니고 있는 선배가 있나?
Q 질문 : 대학교에 와서는 러시아어를 어떻게 공부해보고 싶어?
Q 질문 : 마지막으로 본인의 꿈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추가 질문 : 그 일을 어떤 직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건데?
추가 질문 : 한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러시아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말하는 거야?
경상대학교에 지원해줘서 고맙고,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어요.

기타 유의사항
사실 수능 후라서 그런지 상당히 풀어져서 면접 준비를 덜 한 게 아쉬웠다. 아무리 수능 후에 면접이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
았어야 했다. 그리고 신분증 안 들고 와서 그 전날에 호텔에서 한 시간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이렇게 긴장 풀리다가 기본 중
의 기본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면접 시 유의사항 및 준비물은 한 번씩 읽고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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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3:1 심층면접 / 15분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가 무엇인가?
A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성격변화가 인상 깊어서 동물매개치료에 관심이 갔다. 수의사가 되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Q 수의사란 직업이 다른 직업보단 특수함. 정보찾기에 어려움이 없었나?
A 예, 정보를 찾기에 힘든 점이 있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찾으려 했는데 추성적인 정보가 많았다. 그래서 책도 읽고 실
제로 동물병원에 찾아가 보기도 함.
Q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룹 활동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나?
A 예, 저희 학교행사에서 종이비행기를 멀리 날리는 대회가 있었다. 제가 모둠장이었는데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
보자라고 모둠원들을 격려하며 대회에서 우승함.
Q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A 제가 봉사갔었던 동물매개치료센터의 수의사선생님을 존경함. 저도 그 분처럼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수의사가 되고싶
다고 생각함. 수의사가 되어 하고 싶은 일, 목표가 생김.
Q 고등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걸 극복한 경험이 있나?
A 1학년 때 수학도우미를 할 때 아침마다 수학 문제 하나를 칠판에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극복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나?
A 기억이 안남

기타 유의사항
심층면접이지만 지식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았음.
경험에 대해 많이 물어보니까 ~~한 경험의 사례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듯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생명과학과

면 접 방 법

오전/오후 시간이 정해지며 면접대기실에서 순서가 오기 1명 전에 또 다른 면접대기실로 불러서 대기시킴. 앞
에 사람이 면접이 끝나고 잠시의 시간을 가진 후 들어오라고 함. 3명의 교수와 1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면접
을 시작함. 면접은 10~15분 정도함.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저도 치매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이 상용화 되며 생긴 디지털 치매증후군입니다. 기억을 완전 잃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억을 잃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은 나이대 에도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믿습
니다. 원인은 사진 저장 같은 정보를 외울 가치가 없기에 기억 능력이 퇴화되며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이라면 예방을 하기에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증후군을 더 알기 위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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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및 실태 분석’이라는 학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결과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한 인지정도는 낮지만
대부분 스마트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 증후군 앓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층에서도 생기는 증후군을 막을 방법을 생각을 하였고, 차라리 결과를 막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기를 바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스팀대회가 무슨 대회, 활동, 느낀 점
A s가 과학 t가 기술 e가 공학 a가 미술 m이 수학을 나타내어 융합과학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카라반이라는
견인식 주거용 차량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카라반에 대해 설계를 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을
만드는 것에 보조하고, 산출물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steam대회를 하며,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과학도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 다가갈 수 있었던 활동이었
습니다.
Q 진로가 뇌과학연구원이라 되어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와 관련있는 교수님을 찾아 보신적 있으십니까?
A 네 000교수님을 찾아본 적 있습니다
Q 뇌과학에 대한 내용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A 예. 한국뇌연구원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Q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A (여기서 어버버 했습니다.)
Q 독서 중에 000있는데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보였나요?
A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되요...)
여기서 이제 끝이라 하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하고 끝냈습니다.
A 치매제어 기술개발 융합연구단이 경상대학교에 유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상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치매제어 기술개발 융합연구단에 단원이 되어 치매 치료를 위한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연구단원이 되기 위해 개척정신을 지니고 경상대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치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생기부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식물의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세분과 심층면접

질문 및 답변
Q1

왜 경상대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A 경상도의 지방거점국립대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진로컨설팅을 통해 식물의학과에 나의 적성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Q2

식물과 곤충 중 어디에 더욱 관심이 있는가
A 개인적으로는 곤충을 더 좋아한다. 어렸을 때 주말농장에 다니면서 많은 곤충을 접했고 산에 올라 장수풍뎅이 등을 채집
하여 표본을 만드는 등 곤충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했었다.

Q3

생활기록부에 HIV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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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V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으로서 CD4+ T 바이러스를 공격하여 면역체계를 파괴한다. 때문에 신체의 면역력
이 약해지게 되고 에이즈와 같은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Q4

생활기록부를 보았을때 1학년때에 비해 과학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는가
A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은 심화된 내용이 아닌 단순 암기과목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과학잡지나 책 등을 읽어왔고
기본적이 상식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한 것에 비해 점수가 잘나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심화
된 내용을 배우게 되면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것 같다.

Q5

만약 이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어른이 되서도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 대학교 1학년의 커리큘럼의 큰 틀도 진로 탐색인 만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고민하고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럴 일을 없을 것 같
다. 그래도 만에 하나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전과를 고려할 것이다.

Q6

최근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가
A 예쁜 꼬마 선충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최근 한 연구진이 예쁜 꼬마 선충의 뇌 뉴런구조를 완벽히 파악하여 프로그래밍
을 통해 로봇에 적용하는 등의 실험을 성공하였다. 이것을 보고 더욱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신체구조를 파악해 동물실
험이 필요 없게 되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Q7

우리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A 이 학교에는 진로현장체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의 진로적성을 파악
하고 취업에 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싶다.

Q8

운동을 좋아하는가?
A 좋아하는 편이다. 취미로 탁구 배구 등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가기도 한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심리학과

면 접 방 법

생활기록부 기반 심층면접 교수 3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의 성격 중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을 말하시오.
A 평소 경청을 잘 하는 것이 장점이고 소심한 성격이 단점이다.

Q2

가장 친한 친구의 성격의 장점과 그 장점으로 인해 받은 영향을 말하시오.
A 밝고 낯을 가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Q3

삶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내 마인드는 흘러가는 대로 살자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이라 생각한다.

Q4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험
A 친구간의 갈등을 sns를 이용하여 해결

Q5

반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A 사명감 책임감이 컸지만 유달리 활달한 아이들이 많아 학습 분위기 형성에 애를 먹었다.

Q6

인생의 좌우명
A 카르페디엠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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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심리학과 관련된 책 세 가지를 말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책에 대한 느낀 점

Q8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역사교육과

면 접 방 법

∙
∙
∙
∙

12시 20분까지 사범대 302 교육관 앞에 집합
학과 별 지정된 교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자유롭게 대기함.
면접은 이름순(ㄱ,ㄴ,ㄷ 순)으로 실시
‘면접관 3명 : 지원자 1명’의 면접 형식

질문 및 답변
면접에 들어가면 일단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함.
(어디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등)
이후 받은 질문은
Q1

역사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은?
A 역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꼬리질문)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
A 구조주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꼬리질문)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Q2

역사란 무엇인가?
A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꼬리질문)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는데 증명해 보시오.
A 역사는 반복됩니다~
+ 꼬리질문) 구체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통틀어서 증명해 보시오.
A 고려 이자겸~~
+ 꼬리질문) 이자겸과 최순실 사건이 유사한 사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Q3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Q4

인생의 롤 모델은?

Q5

생기부 기반 질문(진로, 자율활동 관련 질문)

+ 꼬리질문
Q6

자소서 기반 질문(4번)

+ 꼬리질문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다. 면접 준비를 할 때 이 점을 감안하여 많이 준비해야 좋을 듯. 울산보다 진주가 날씨가 훨
씬 추운 것 같다. 따뜻하게 입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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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사전에 공지된 건물 앞에서 과별로 모인 후 대기실 이동.
대기실 대기하다가 부르면 다른 대기실로 가서 짐을 두고 대기
앞사람 끝나면 안내에 따라 면접실로 입장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Q 영어를 전공하기로 한 이유
Q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Q 국어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Q 그럼 국어랑 영어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Q 자신의 장단점
Q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Q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약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Q 영문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는지..
Q 그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대되는지
Q 어떤 책을 읽었는지
Q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Q 존경하는 선생님
Q 어떤점에서 교사가 매력적이라 생각하는지
Q 자신을 나타내는 세 영어단어
Q 이것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라
Q 우리가 면접자를 뽑아야하는 이유를 들고 설득해봐라,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 교수님 3분과 학생 1명이 면접함.(교수님 한 분이 약 3질문씩)
∙ 대기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안내해주시는 선생님과 선배님들은 친절하심.
∙ 교수님과의 거리는 꽤 가깝다. 눈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대답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질문 및 답변
Q 3년 내내 초등 교사를 희망했는데 왜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A 네. 물론 보시다시피 저는 3년동안 초등교사를 희망해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는 교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많이 접했고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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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후 사회에 나아갔을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아동기의 학생들을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워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경
상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책 읽어주기 봉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저는 학생들에게 그림책이나 숨은 그림을 찾는 책 등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읽어주고 만약
학생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 없다면 제가 추천해주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평소 여러 그림책을 미리 읽어둔 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책들을 선별했습니다. 저는 이 봉사활동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작가는?
A 사실 외국 작가님이라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인상깊게 읽은 그림책을 ‘지렁이의 일기’라는 책
입니다. 이 책에는 지렁이가 사람처럼 묘사되어있고 지렁이가 자신의 일상을 일기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읽
기 전 저는 자연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자연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알게 되
었고 이후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도 자연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Q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발전하지 못했다 생각하나요?
A 저는 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시절 저는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자료들을 통해 교육에 대해 이해하
려 연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양한 교수법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교사를 꿈꾸는 제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Q 자소서에 슬로시티를 기반으로 한 체험활동에 대해 나와있네요. 혹시 후에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A 저는 이후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활동을 통해 예절이나 협동 등의 능력을 길러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교수님 한 분씩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이 쳐다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계속 교수님들을 쳐다보면서 대답하면 될 거예요.
∙ 마지막엔 시간이 없어서 대답이 잘리기도 합니다. 이 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거나 물으시는 데 대답하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지리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10분~15분 (보통 10분, 길지 않은 편) / 면접 위원 수 – 3 : 1 / 생기부기반

질문 및 답변
Q1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능 잘 어요?
A 그냥 하던 대로 친 것 같습니다.ㅎㅎ

1-1.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뭐 쳤어요?
A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응시했습니다.
1-2. 어려웠어요?
A 저는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3. 어... 다른 친구들은 쉬웠다던데~
A (이때 좀 당황함)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한국지리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오~ 잘하나보
네ㅎㅎ하더니 이제 질문 시작할게용~ 하고 시작함.
Q2

먼저 진로희망을 보니까 국어교사에서 지리교사로 꿈이 바뀌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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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아 교사를 꿈꿔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시 본디 가장 관심이 있던 국어쪽
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고 한국지리를 배우면서 우리 일상 속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리에 대한 큰
매력을 느껴 지리교사가 되기로 마음 먹게 됐습니다.
Q3

여기 생기부를 보니까 경제지리에 관련한 소논문을 작성했네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Q4

발전가능성에 관한 질문도 할게요. 여기 보니까 학년이 오름에 따라 성적이 올랐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올랐나요?
A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성적 역시 오른 것 같습니다.

Q5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중 가장 자신있는 단원이 뭔가요?
A 저는 아무래도 한국지리의 자연지리쪽이 조금 자신있는 것 같습니다.

5-1. 자연지리 중에서도 자신 있는 단원이 뭐예요? 하천지형이라든가 해안지형이라든가...
A 아 저는 역시 해안지형이 조금 더 자신 있습니다.
5-2. 제가 뭐 물어볼건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곶과 만에는 각각 어떤 지형이 형성되는지 알아요?
A (엄청 겁주길래 쫄았는데 이런거 물어봄...) 곶에는 ~, 만에는 ~ 등의 지형이 형성됩니다. 하니까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오~ 잘배웠네 하고 분위기 좋았음.
Q6

자소서에 적혀있는 핀란드의 평등주의 교육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7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A 제가 경상대에 뽑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 이유로 미래 지리를 가르칠 인재에 적합하기 때문에 꼭
경상대 지리교육과에 입학하여 지리교육에 대한 꿈을 쌓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지리교육과는 3배수라 18명인데 2명이 안 왔는데도 뒤에서 세 번째라 엄청 기다렸음. 생기부 보는 것도 질리고 진짜 지루하고
할 짓 없고 숨 막히니까 힘들다. 뒷 순서로 갈수록 좀 졸고 떨리더라도 앞 순서에 하는 게 훨씬 낫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지질과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 방식 : 면접자 1명을 대상으로 3명의 면접 위원이 1명씩 질문하는 개별 면접
∙ 면접 시간 : 약 10~15분 정도
∙ 질의 응답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거의 생기부에서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저희 학교의 지질과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주세요.
A 자기 소개서에 적었던 가족과 함께 갔던 여행과 수학 여행 때 갔던 것에 대해서 설명함. 추가적으로 3학년 때 발표를 위
해서 공부하였던 지구과학 2에 대한 내용도 설명함

Q2

저희 학과는 지질과학과라서 광물학이나 암석학 같은 다양한 종류가 학문을 배우는데 학생은 뭘 배우고 싶은지 설명해주세요.
A 미리 대학교 교육 과정을 읽어보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학문에 대해서 말함. 이것을 적고 있는 본인은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층서 지사학을 말함.

Q3

학교 밖에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느낀 점과 함께 설명해주세요.
A 봉사 활동 동아리인 파라미타에서 했던 동네 요양원 봉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함, 느낀 점은 생기부에 적혀 있던 것을 살
짝 인용

Q4

지구과학 성적이 다른 과목 성적에 비해서 높은데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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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앞에서 말했던 지구과학 실험에 대해서 지질학적인 내용을 살짝 섞어서 설명함. 본인은 사태와 관련된 안식각과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함. 질문하신 교수님께서 자소서나 생기부에 전문적인 지질학 내용이 써 있다고 말씀하심
Q5

2, 3학년 때 수학 과목 성적이 낮은데 낮아지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아마 1학년 때 하였던 수학1, 수학2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답했던 것 같음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는 안 하고 바로 면접 질문으로 들어감. 거의 대부분 생기부를 토대로 질문을 하심, 교수님 3명 전부 그렇게 센 인상
은 아니었기에 편하게 면접을 봄, 본격적으로 면접을 보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는데 이때 준비해서 간 자료는 빠르게 읽어봐야
됨, 형평성 문제로 앞의 한 명이 들어가면 자료를 볼 수 없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가면 걱정할 필요는 없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철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 학생 1명 (면접 15분) / 면접대기실에서 1명씩 면접실로 이동.

질문 및 답변
Q1

철학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 말해보세요.

Q2

철학과 문학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Q3

학문과 예술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Q4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Q5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타 유의사항
∙
∙
∙
∙
∙

Q1~Q3까지는 질문 답변에 대해 추가로 이루어진 꼬리질문이었음.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음.
돌발 질문 위주의 면접이나, 자신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음.
면접 질문 유출을 막기 위해 오전 면접 학생들은 오후 면접 학생들이 다 올 때까지 대기함.
면접 분위기가 밝아서 긴장감이 들지는 않았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지 원 학 과

화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3명이 전공관련, 학교생활, 생기부등을 10분동안 질문함.

질문 및 답변
Q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
A 대본대로 말함.
Q 칠판에 물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세요.
Q 물분자의 구조가 왜 저런 구조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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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최근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 아는것이 있나요?
A 아는대로 말함.
Q 입학 후 계획과 졸업 후 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입학 후에는 나노화학이나 생화학을 전공으로 공부를 할 계획이고, 졸업 후에는 기회가 주엉진다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Q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포함에서 가장 의미있게 활동했던 활동을 말씀해 주세요.
A 저희학교 동아리에서 울산 과학관에서 주최하는 수학 과학 체험축전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Q 고등학교 재학중 단점을 보완한 사례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저에게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때 갈등이 있었는데 친
구 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의 사회성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Q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아버지라고 말함.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교육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명, 학생 1명
가번호 부여 – 대기실에서 대기 – 2명씩 불려 올라가서 다시 대기 -한명씩 입장 – 면접 – 귀가
사범대학관에서 모든 사범계열의 학과들이 모인 후 대기실로 이동
대기할 때 핸드폰과 자료를 모두 걷지 않음 / 2명씩 불려갈 때, 핸드폰 제출

질문 및 답변
면접관 1 : Q1, 면접관 2 : Q2, 면접관 3 : Q3
Q2

긴장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Q3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

꼬리질문) 그러면 교사의 꿈을 꾸게 된 게 선생님의 영향이 크네요?
꼬리질문) 아 그럼 화학이 왜 좋은가요?
꼬리질문) 그러면 그에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음 인 상깊거나 뭐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면 얘기해줄래요?
Q3

아 그럼 고분자가 뭔지 아나요?

Q3

아 어려운 개념인건 아는데 아는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Q3

아 괜찮으니까 얘기해봐요

Q1

실용융합탐구대회는 어떤 대회였나요?

Q1

SRP대회는 어떤 대회죠?

꼬리질문) 어떤 활동을 했나요?
Q2

자기소개서에 아이들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써놨던데 아이들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뭐죠?

꼬리질문) 아 잘 이해하던가요?
Q2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동아리 윌사? 여기서 협력활동을 한 예시를 들어줄래요?

Q2

20초 정도 남았는데 준비해온 것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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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
∙
∙
∙
∙

형식 → 면접관 2명 : 학생 1명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시간 → 한명 당 5분∼10분
대기실 → 다른 과 지원 학생들과 함께 대기, 각자 할 거 하는 조용한 분위기, 휴대폰 사용 금지
대기실 대기 후 면접실 앞에서도 잠시 대기함.
면접 종료 후 퇴실 시에 간식을 나눠줌.

질문 및 답변
긴장을 한 상태로 면접을 봐서 답변은 기억나지 않고, 기억나는 질문만 적음.
Q1

수상 경력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Q2

소아 병동 간호사에게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특히 무엇이 더 필요할까

Q3

생명 과학 과목의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공부했는가

Q4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전반적으로 면접 분위기는 엄숙하기 보다는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입실 시간까지 대기실에 들어가야함
자신의 이름이 붙은 책상에 앉아서 대기
면접은 2:1로 진행
한 사람당 5~7분 정도 면접을 함

질문 및 답변
Q1

1, 2, 3학년 전부 진로희망에 간호사라고 되어있는데, 2학년 진로희망에는 원무과 간호사라고 구체화 시켰는데 그렇게 적
은 이유가 있나요?
A 제가 2학년때 원무과 간호사라고 구체화 시킨 이유는 2학년때 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볼 수 있었던 간호사분
들이 저뿐만아니라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친절함을 베풀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간호사
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구체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Q2

수상경력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수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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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가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상은 ‘학습플래너 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학습플래너를 얼
마나 잘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주는 상입니다. 제가 이 상이 가장 의미 있었던 이유는 이 상으로 세심함을 얻었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환자분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심함을 이 대회로 통해 배
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3

봉사활동 중에 가장 의미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저에게 가장 의미있었던 봉사활동은 ‘태연재활원 봉사활동’입니다. 이 봉사활동은 그 곳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과 대
화하고 산책하고 여러 체육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이 봉사활동이 저에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이 봉사활동을 하면
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보단 ’이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꿈
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봉사활동이라 생각이 들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1. 가장 의미 있는 봉사라고 하기엔 1학년때만 하고 안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A 1학년때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업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여 봉사활동보다 학업에 더욱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Q4

1학년때부터 간호사를 꿈꿔왔는데 왜 이과를 안가고 문과를 갔나요?
A 저가 생각하였을 때도 간호학과라고 하면 이과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과를 간 이유는 간호사는 학문
적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그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문적 소양도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
다. 그래서 저는 문과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Q5

수학성적이 계속해서 오르고 높은 성적인데, 그럼에도 왜 멘토를 안하고 멘티를 했나요?
A 제가 수학성적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학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
를 이해할 때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수학문제에 대한 이유를 권유했고 그렇게 저는
멘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5-1. 그럼 그 멘토친구는 항상 1등급만 받는 친군가요?
A 그 친구가 항상 1등급만 받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문제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그 친구와 멘티멘토를 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이렇게 글로 적으니까 되게 말을 잘 한것처럼 보이지만 긴장이 되어서 말을 몇 번 잘못했었는데,그땐 그냥 교수님에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음
면접 교수님이라고 해서 되게 긴장을 했는데 막상 면접을 가면 웃으면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다고 해주셔서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건설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3명 / 자원자3명

질문 및 답변
Q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수행평가 조별과제로 환경오염을 주제로 다룬 기사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
러 가지 환경오염 기사들을 찾아보고 기사로 만들어 보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처음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환경오염 단원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적성이 맞는 분야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이르러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성취감 있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보니 환경공학이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여 선생님의 추천과 학교 홈페이지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경성대 건설환경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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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생활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A 저는 교내수학과학축제 때에 조장을 맡아 한 부스의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리더
로서 팀원들에게 사소한 배려가 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났을 때 침
착히 해결해봄으로써 리더쉽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부스에서 줄이 길게 딜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먼
저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으로 한 실험당 참가자 한명이 관람하는 것이 아닌 3명씩 배분하여 팀원들의 혼란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과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있을 많은 팀플레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설명하고 당점은 보완하려고 노력한 점을 말하세요.
A 우선 저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은 시험기간에도 친구들
과 잠시 놀고 공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기간에는 시험 하나에 매진하기 때문에 놀지 않고 시험에
만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에 계
획을 세워 놓고 확실하게 마무리 짖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실에서 접수 후 준비
1명씩 면접 보러 들어감
교수님 2분 계심
들어가서 인사 후 바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한 자기소개
A 간단한 인사와 소개

Q2

스포츠마케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A 평소 체육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스포츠 용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스포츠 용품
만 파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용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하여 스
포츠 마케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3

스포츠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많은가?
A 스포츠 용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입학하여 어떤 동아리를 하고 싶은가?
A 축구 동아리를 하고 싶습니다.

Q5

영어 성적이 낮은데 이유는?
A 1학년 때 영어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평생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부터 성적에 연연 하지않고 공부했습니다.

Q6

질문이 훨씬 더 많았지만 기억이 나지않음.

기타 유의사항
전자기기 소지 불가능(제출하지는 않지만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손에 소지하고 있을 시 부정행위 간주)
면접 고사실은 2곳이고, 순서가 뒤로 배정 될 시 대기시간이 많이 김.(뒤에서 5번째였는데 2시간 30분 정도 기다림)
딱딱하고 형식적인 질문만 있을 줄 알았지만 교수님분들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농담도 해주시고 분위기도 많이 풀어주셨음.
질문을 더 많이 해주셨지만 긴장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진로에 관한 질문이 더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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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광고홍보학과

면 접 방 법

두 명의 면접관과 함께 면접을 봅니다.
약 7~8분 정도 면접을 봅니다.

질문 및 답변
Q1

가장 인상깊은 책이 무엇이었나요?
A 클로드 홉킨스의 불멸의 광고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기 전까지 광고기획자는 오직 창의력만 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창의력뿐만 아니라 근면함과 성실함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하였고 근면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목표를 근면하게 살자라고 정했고 3학년 때 동아리에서 영상을 5개, 제 개인 유
튜브 채널 3개, 교내활동 2개 약 10개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영상을 만드니 창의력을 그 속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 얻게되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Q2

꿈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A 저는 원래 사람을 대하는 일을 좋아했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좋아 승무원으로 꿈을 정했다. 고등학교 방송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던 저는 영상 활동 임원이 되었고 영상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제가 만든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각종 독서활동이나
영상 제작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나가니 제 꿈이 이쪽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 진로를 바
꾸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지만 나는 벌써 설레고 기대되며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든다.

Q3

세특 내용 질문 두 개 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0초해주세요.
A 저는 제 공익광고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기획자가 되는것이 제 꿈입니다. 조금은
방대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경성대학교에서 제 꿈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웃는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성대학교 면접이 좀 늦어서 결시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특 내용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광고홍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교수) 3명 학생 1명으로 면접을 진행함. (약 5~10분 소요)
남은 학생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한 명씩 면접실로 입장.

질문 및 답변
질문 전 아침 먹었냐, 어디에서 왔냐 등의 질문으로 긴장을 풀어주려 하심.
Q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
Q 내가 무엇을 포기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Q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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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자신이 뽑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어필해보아라.

기타 유의사항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예상 질문과 전혀 달라서 크게 당황함.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글로컬문화학부

면 접 방 법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모여서 휴대폰 전원을 꺼서 제출합니다 (폰을 만지면 부정행위)
9시에 교수님들의 인사말과 안내위원의 공지사항을 듣고 대기합니다
(대기하는 동안에 안내위원분들과 편안한 분위기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음)
수험번호 순서대로 2명씩 복도에 나가 책상에 앉아 5분 동안 면접문제를 읽고 학과사무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대기실로 다시 입실 불가)
2명의 면접관분들과 2명의 학생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였습니다.
1→2→2→1 순서대로 제시문에 대한 답을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제시문>
Q1

글로컬문화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Q2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추가질문>
Q3

이 학과에 지원한다고 하니깐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Q4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면담하는 듯한 분위기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대기실로 다시 입실 할수 없기 때문에 간식과 휴대폰등의 짐을 챙기기 위해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방이 없으
면 나눠주는 봉투에 폰을 제출해요)
*신분증 필수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과

면 접 방 법

2대 2면접 방식으로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간단하게 30 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저동차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경성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성실함의 아이콘인데 주변 선
생님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성실하다고 잘 알려져있습니다. 저고 이 학교에서 성실한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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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 학교에 들어와서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A 저의 목표는 저만 의 자동차를 자작하는 것인데 제가 이 대학생활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물리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Ksmc 동아리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모색해보고 싶어 저만의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이 저리에서 정말 제가 많이 떨려서 저에 대해서 많이 표현해드린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 대학생활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올 때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가져오고 대기실과 고사장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고 적발될 시 불합격 처리. 휴대
폰을 휴대할 가방이 없을경우 봉투를 지급하니 참고. 휴대한 가방은 모두 대기실 앞에 가져다 두고 면접 차례가 되면 자기 물건
찾아가서 면접 고사 실시 후 바로 퇴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과

면 접 방 법

신분증 지참 / 대기실에서 본인확인 / 블라인드X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가 뭔가요?

Q2

기계공학자를 정한 계기가 뭔가요?

Q3

감명깊게 읽은 책이 있나요?

Q4

로봇의 3원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

Q5

수학탐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이유가 있나요?

Q6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Q7

경성대학교에 드론동아리가 있는데 들어가서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싶나요?

Q8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 필수, 꼬리질문 많음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메카트로닉스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관 2명에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형식 약 6~7분정도 소요됨
2. 예상 질문은 수시모집요강에 설명되어있고 그중에서 질문하는 방식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성적에 대한 질문, 장래희망과 앞으로의 공부계획 등 생기부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보면서 질
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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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예상 질문은 모집요강에 게시되어있지만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질문이 나올만한 부분에서 예측
질문을 만들어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 팜 부분에서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예상 답변을 만들어
가서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Q3

성적 부문에 관한 질문에서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과 학생이었지만 수학과 과학 부분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이유를 물어 보아 평소에도 내가 생각하던 공부방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성적에
대한 질문은 예상치 못했기에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준비하면 경성대 면접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 형식 → 3:3 형식 / 질문 답변 순서 1, 2, 3 → 3, 1, 2 → 2, 3, 1 / 블라인드 면접이 아님

질문 및 답변
각 면접 학생마다 3개의 질문을 함.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저는 밤하늘의 별처럼 경성대를 비추는 별이 되고 싶은 ○○○입니다. 저는 현재 울산 대송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송
고에서 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간의 반장 생활을 하며 학급 친구들에게 봉사정신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제 경성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별이 되고 싶어
서 경성대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간접경험은?
A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후 담임선생님과 함께 도움반 동아리를 만들었고 도움반
동아리에서 합창 연습을 하며 합창대회까지 나갔습니다.

Q3

자신의 이익과 타인이 이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A 저는 2년 동안 학급 반장을 하며 이 문제에 관해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은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면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타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면 배려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
지고 지금도 타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 장점을 살려 경성대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함께 면접을 봤던 2명의 친구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어색한 티가 났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거기서
함께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고 면접관들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크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답변을 해야 한다. 소품을 활용하거나
재미있는 소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 학생 3 면접 / 대기실도 강의실 면접 고사장은 대기실과 조금 떨어진 강의실
인성에 관한 질문 / 면접 분위기는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화기애애하지도 않음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제가 2학년 당시 같은 반 친구가 쓰러졌을 때 침착하게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좋았고 쓰러지기 전부터
저에게 쓰러졌을 때 자신을 발견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상대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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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믿음직하고 침착한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3년 동안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 할머니께서 약봉지를 보여주
시며 건강이 최고니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는 따뜻한 말씀을 듣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고마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저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
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이익을 취해야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
익을 얻은 후에 타인의 이익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기실 분위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
∙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거나 가방이 없으면 학교에서 봉투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넣어서
면접진행위원께 제출
∙ 과자와 음료수 제공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식품응용공학부

면 접 방 법

1. 과학실에서 8시반까지 모여서 휴대폰내고 수험표 및 민증 검사합니다.
2. 9시부터 두명씩 면접실 앞에서 질문 두가지를 5분 정도 볼 수있게 해줍니다.
3. 5분후에 면접실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첫 번째 질문은 번호가 빠른 순서 먼저 말하고 두 번째 질문은 반대
로 늦은 순서대로 말합니다.

질문 및 답변
Q1

학교생활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과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말해보시오.
A 교내 동아리장을 맡았던 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리더쉽과 관련하여 대답했습니다.

Q2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과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A 선물과 같은 물질적이거나 그 외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나누는 데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며 식영과의 전문적
지식을 배우며 식품과 관련한 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마지막 각오를 준비해 가서 말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성대 앞에 아주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날은 거의 모든 학과에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여유 있게 가시기 바랍니
다!!! 저는 8시쯤에 그 사거리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기다리다가 8시 20분쯤에 차에서 뛰어내려서 달려서 갔습니다!!! 특
히 식품응용학부는 거의 제일 꼭대기에 있으므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꼭 타고 가세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인간이 갈 길이 아닙니다.... 길이 어려우니 꼭 주변 직원분들께 여쭤보면서 가세요!
반드시 많이 여유 있게 갈 것!!!!!! 기억하세요....
면접하기 전에 경성대 홈페이지 정독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면접반 운영하는게 있다면 들어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면접 반
에서 실제 면접처럼 몇 주간 연습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분들이 긴장 풀라고 얘기해주시면서 실수해도 웃으
면서 다독거려주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면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할 시간 5분 준다고 하지만 사실 한 2~3분 정도 보면 다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거의 3분도 안 봤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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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신문방송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 대부분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질문 / 블라인드 면접 X

질문 및 답변
Q 이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만화를 볼 때 저는 예능프로그램을 볼 만큼 예능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
지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흥미를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
정적 계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역사와 유행하던 힙합을 섞어서 음원을 발매한 특집을 한 적이 있었
는데, 그 특집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인 것을 보고 나도 저런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에 꿈을 확신하게 되어서 경성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A 저의 꿈이 방송 관련인 만큼 저는 방송부 활동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방송부는 방송 기계를 다루
는 것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사 진행도 같이 하는데, 학교의 큰 행사인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일을 진행할 때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실수 없이 완벽한 진행을 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습니다.
Q 대학 졸업 후 계획을 말해보세요.
A 저는 최종 목표가 방송국 입사이기 때문에 가능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언론고시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방송
국에 취업하여 제 꿈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Q 신문방송학을 배울 수 있는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경성대학교에 지원을 했나요?
A 방송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많은 검색을 해보았었는데 경성대학교는 실무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시빅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실습시간에 기사를 작성해보는 경험을 하면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경성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1, 2학년 때 방송작가를 희망했다가 3학년 때 방송연출로 바뀌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나요?
A 방송작가는 스토리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대본이나 기획안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방송PD는
작가가 하는 일도 조금은 포함 되겠지만 프로그램의 총괄적인 부분과 진행 및 제작을 맡아서 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방송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질 3가지를 말해보고, 3가지 중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말해보세요.
A 저는 방송인으로서 중요한 자질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력과 독창성, 그리고 유행을 따
라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싸움이 당연할 수 밖 에 없는 방송계에서는 독창성과 아이디어만큼 좋은 능력
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방송인 또한 함께 나아가야 하고 이것을 빠르게 프로그램
으로 만들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동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최근 사람들의 유행을 빨리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알맞게 흡수 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무래도 독창성이 가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고 독
창성을 기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Q 과목 중 수학과목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A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 스스로가 응용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인지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3학년 때는 조금이나마 노력하여서 수학 등급을 조금 올렸습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교과면접
신소재공학과

- 163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면 접 방 법

별도로 마련된 준비실에서 질문지를 미리 제시하고 1분의 답변 준비시간을 제공함.
면접실은 1명씩 실시함.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 및 졸업 후 계획은 무엇인가?

Q2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Q2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실내건축디자인

면 접 방 법

2:1 면접

질문 및 답변
Q 학과지원동기 & 학업계획
A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평소 성격과 직업특성이
잘 맞는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놓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들에도 참여를 하
고 싶습니다.
Q 동아리 활동 중 학과 관련 활동
A 미술동아리에서 창의적 활동 중에 여러 시야로 바라보는 나무 그리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학과는 여러 시야에
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의 장단점
A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잘 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으로 보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고, 단점
으로 보면 모든 일에 웃어넘기다 보니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과 지원자 3명이 면접을 실시함.

질문 및 답변
Q 경성대 영상애니메이션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시겠어요? (왼쪽에서부터 1-2-3 순대로)
A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이었는데,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UC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린 그림이 친구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함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 영상애니메이션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관심 있는 분야의 최근 이슈
A 82년생 김지영이나 겨울왕국 2와 같은 여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 많고, 이에 따라 여성의 이야기가 자주 다
뤄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상승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 했는데 기억이 안남.)
Q 학창 시절 중 비교과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미술 같은 것도 괜찮음) 또한 그 활동이 대학 생활에 어떤 영
향을 끼칠지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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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고1 때 봉사활동으로 언양중학교 Wee클래스의 벽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벽화를 색칠 하는 것을 도와드리
고 보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주위가 전부 낯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 때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벽화 작업을 한 경험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세요. (준비된 사람부터)
A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낙서하는 식으로라도 매일 그림을 그려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음.)

기타 유의사항
교복을 허용하고, 지원자의 이름도 부름.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에서 2대1로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자신의 꿈인 승무원과 영문학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A 승무원에 있어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문학 또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늘려서 말함.
Q 자신이 가장 인상깊게 읽었던 책은?
A “책 질문 2개”
Q 1학년 때부터 성적이 계속해서 향상된 이유는?
A 1학년때는 꿈이 없어서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경험을 말하며 승무원이란 꿈이 확고힌진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함.
Q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3개 말해보세요.
A 첫째 책임감에 대해 말하고 둘째 배려심 셋째 상황 판단 능력이 승무원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질 같다고 길게 말함.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이 정말 조용하고 자신이 준비해 온 면접 질문들을 보고 외우고 있었음.
면접이 차례가 되기전에 선배님들이 옆에서 말도 걸어주셔서 긴장안하고 들어갈 수 있었고 면접관 분들도 친절하여 긴장을 별
로 안할 수 있었음.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2대2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A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미국의 언론가 입니다. 이 분은 190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언론가 이자 백인입니다. 당시 미국
에서 백인이라면 차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일간 흑인 분장을 하고 미국 남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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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아다니며 직접 인종차별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Black Like Me’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저는 당시의 보장된 생활
을 하지 않고 힘든 일을 찾아서 사회적인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하시던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A 아니요. 친형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Q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 인가요?
A 저는 얼마 전에 쳤던 수능을 치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부모님께서 저에게 엄하게
대해주시는데 수능을 치던 날에는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편안하게 치고 와라‘ 등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다시 느끼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1. 대기실에서 대기(간식 받음)
2. 폰 제출 및 전원 꺼서 가방 안에 넣기
3. 시간되면 2명씩 밖으로 나가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살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순간은?(기출문제)
A 어렸을 때 신종플루에 걸려서 며칠 간 열도 나고, 밥도 잘 못은 적이 있었음.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 일을 다니셔서 집
에 와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를 잘 안 챙겨준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프니까, 밤새 손수건으로 열 내려 주시고, 보
살펴 주셨음. 이때 저를 잘 안 챙겨주셨던 것이 아니라 혼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신다고 그러셨구
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감동적인 순간이었음.

Q2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가족 제외, 기출 문제)
A 저는 원래 존경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았는데 우연히 서부덕 할머니의 선행이 쓰여진 기사를 보게 되었음. 할머
니께서는 어렸을 때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한 한이 있으셔서, 50년 동안 보따리 장사로 평생 모아 온 돈을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8,000만원을 기부하셨고, 독거 노인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셨음.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용돈을 받자마자 쓰는 계획없이 지출을 하였는데, 기사를 본 후 몇 백원, 몇 천원씩으로라도 기부를 하면서 뿌듯
함을 느껴서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신 서부덕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회적
으로 잘 알려져 있거나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분들도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음.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2대2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존경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A 저는 헬렌켈러라고 생각합니다. 헬렌켈러는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
면서 끝까지 교육을 받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인권 운동까지도 참여하는 모습이 저에게 영
어라는 과목을 끈기있게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2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 언제죠?
A 저는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 했던 날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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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어 말하기 대회? 음~
A 네 영어말하기 대회에 발표할 것을 조사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영어라는 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수상함으로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성대학교 면접은 그냥 인성을 판단하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떨지말고 대답만 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 친절하고 안 무서워요.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외식서비스경영학과

면 접 방 법

8시 20분까지 대기실 입실 후에 30분 동안 주의사항 말씀하시고 각자 신분증 확인함.
8시 50분부터 차례대로 면접실로 이동. 면접시간은 10분 조금 넘게 걸렸음.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보세요.

Q2

(긴장 풀라고)뭐 타고 오셨어요?

Q3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Q4

1,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꿈이 다르던데, 왜 바뀌게 되었나요?

Q5

영어 UCC행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던데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Q6

멘토 멘티상은 어떤 상인가요?

Q7

책 중에 여자를 위한 실전 여행영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Q8

1학년 때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활발하다고 되어있는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Q9

경성대를 선택한 이유는?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인문문화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

Q2

학교를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할 계획인가?

Q3

생활기록부에 운동도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운동 관련해서 글을 써본 적이 있는가?

Q4

학교를 다니며 교우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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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학교를 다니게 되면 통학/기숙사/자취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Q6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일반고로 전학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가?

기타 유의사항
∙ 자기소개 /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 등은 묻지 않음.
∙ 생활기록부 기반 질문이 대부분. 1~3학년 중 지원학과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꼭 질문하는 것 같으니 유의할 것.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2 : 2 면접 / 학생 당 질문은 2개씩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함.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A 팀은 공동체라서 공과 사를 구별하여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함.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
려가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음.

Q2

학교생활 중 자신이 속한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동은 무엇인가?
A 사이먼트 화학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음. 탱탱볼 제작, 드라이아이스 실험 등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음. 특히 동아
리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아이들이 드라이아이스 실험을 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소, 안전한
실험을 위해 운영을 총괄했던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음.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에 대해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경성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이끌어나갈 멋진 경성인이 되고 싶음.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윤리교육과

면 접 방 법

∙ 8시 20분까지 대기실 입실, 40분부터 주의사항 안내, 50분부터 면접 시작
∙ 대기실 내에 윤리교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가 함께 대기 (보통 한 대기실에 3개 학과가 대기하는 것으
로 보임)
∙ 대기실 내 분위기 조용함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긴장 풀어주시는 선배도 없음
∙ 휴대폰(전자기기)는 전원을 꺼서 가방 안에 넣음 가방이 없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 면접장뿐만 아니라 대기
실에서도 휴대폰 사용 금지
∙ 수험 번호 1번부터 차례로(번호는 원서 접수 순서대로인 것 같음) 감독관이 복도로 인계, 면접장 앞 책상에
가방과 짐을 두고 들어감
∙ 2:1 면접, 생기부 기반, 윤리교육과 교수님 2분이 직접 질문하심
∙ 7~8분 면접이라고 공지
∙ 수험표 필요 없음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됨

질문 및 답변
(긴장 풀어준다고 가벼운 질문 두어 개 먼저 해주심)
1.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2. 아침은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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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경성대에 와보니 어떤 것 같은가?(중간에 가벼운 잡담도 해주셔서 분위기가 많이 풀림)
(면접 질문 시작)
Q1

학생이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왜 한자에 관심을 가지는가?
A 동양 사상가들의 서적을 읽어 보려고 하였으나 청소년을 위해 나온 책보다 깊이감 있는 책 대부분은 한자 어휘가 많이
사용된다. 책을 읽어보려 시도했다가 한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공에 한
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자 공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2

생기부에 보면 악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플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A 악플은 보통 익명성에 숨어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좋
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악플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옳지 않다.

2-2. 일부는 연예인이라면 악플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연예인에게 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그들또한 인간이다. 인간에게 행해지는 악플
은 하나의 폭력이므로 연예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될 수 없다.
Q3

학생은 교우 관계가 좋은 것 같다. 교우 관계가 좋은 이유가 있는가?
A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와서는 교우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래 상담자 활동을 꾸준히 했고 그
과정에서 친구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법, 친구와 이야기 할 때는 어떤 어투를 사용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이를 직접 실천하며 교우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Q4

이번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이 있다. 잘 봤는가?
A 익숙하지 못한 선지가 보여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차분하게 끝까지 풀었고 현재 등급 컷으로는 아쉽지만 2등급
의 성적이 나왔다.

Q5

학생의 봉사 활동이 겉핥기식으로 보인다. 현재 실시하는 봉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부분의 학생들이 봉사 활동 시간 채우기에 급급해 진정성 없는 봉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인은 봉사 활동의 진
정한 의의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봉사 활동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봉사 활동의 제도 상 날짜를 정해 봉
사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기적인 봉사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에는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장기적인 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당황한 질문이었
는데 답변이 끝난 후 자기성찰 능력과 현재 봉사 활동 제도의 문제점까지 잘 알고 있다고 칭찬 받았음)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지원 동기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였음.

기타 유의사항
∙ 본인은 면접 1번이었기 때문에 면접관님이 긴장 풀어주신다고 가벼운 질문과 잡담 많이 해주심 덕분에 면접 시간이 10분을 넘김
∙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면접 분위기는 좋아요.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2 : 2 / 5분간 면접진행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진로인 전기설비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원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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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대학 조별과제 중 갈등이 있는 팀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A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태도를 가질 것임.

2-1. 추가질문: 갈등이 있는 팀원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A 그 팀원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사이의 합의점을 찾아 더좋은 제3의 방법을 마련할 것임.
Q3

학교 동아리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A 수학동아리‘페르마’에서 했었던 조별 발표활동이 가장 의미 있었음.
그중 ‘확률에 관한 사람의 오류’에 관해 탐구했었는데 ‘몬티홀 문제’와 ‘야구 타율 총산오류’가 가장 흥미로웠음

3-1. 추가질문: 야구 타율 관련 설명해보세요.
A A선수와 B선수가 각각 1시즌,2시즌에 타율을 계산해봤을 때는 두 시즌에서 전부 B 선수가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처럼
나왔으나 1,2시즌 타율을 전부 합해서 계산했을 때에는 A선수가 더 뛰어남.
이에 관한 발췌독 하여 부가적인 지식을 탐구할 수 있었음.

기타 유의사항
전달할 말만 정확하게 딱 하면 좋을 듯.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 제스쳐는 자연스럽게 나오면 하는 것 추천.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신분 확인후 핸드폰을 낸 후 5명씩 부르면 면접 대기실로 간 뒤 면접대기실에서 그 조를 면접
실 앞에 대기시킴 앞 조가 끝나면 5분 뒤 들어가서. 2명의 교수와2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시작함.
면접은 10~15분 정도함.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A 저는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원자력을 제일 비중이 높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생
산방법은 체르노빌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태를 사례로 들면 석유석탄은 에너지 유한성이 되게 강한 에너지입니다 보시다
시피 우리 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해오거나 위험한 에너지 생산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에너지 생산방법이 아닌 신재생 에너
지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무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수입국이 아닌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만약 자신이 속한 조에 싫어하는 사람이 포함 되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A 일단 조원이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원에게 피해는 절대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의 감정 떄문에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순 없기 때문입니다.
Q 고등학교 생활 중 제일 인상 깊었던 동아리 활동은 무엇입니까
A 모르겠습니다.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2명 / 면접관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면접대기실 분위기는 평온한 분위기임
면접할 때 2명씩 들어가고 다음 대기자 2명은 면접실 바로 앞에서 의자에 앉아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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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

Q2

지원동기
A 나의 지원동기를 이야기

Q3

자신의 장점
A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들어서 말할 것

Q4

학업 계획
A 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경성대학교를 가고 싶은 열정을 담아 얘기하면된다.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2인 1조 면접, 면접관 2인
휴대폰 제출 후 본인 면접 순서 기다림

질문 및 답변
Q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Q 우리학교 전자공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이야기 해보세요
A 아버지가 전기, 전자 관련 계통에 종사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관련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함.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심이 많음을 어필함.
Q 만약 우리학교에 입학한다면 앞으로 4년동안 공부 계획은?
A 2학년 때는 전자 회로 관련 이론을 3학년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 수업을 수강할 계획임 4학년에는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수업을 수강하겠다고 응답함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 꼭 챙길 것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정보통신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모든 면접대상자들이 모여서 3명씩 짝을 지어 3:3 면접을 보았습니다. 대기실에 다같이 모였을땐 작
년기출문제 등을 볼 수있고, 휴대폰은 즉시 반납 후 끝난 후에 다시 받아갔습니다. 주로 물었던 질문은 자소서,
생기부에 관한 것은 없었고, 학교생활, 지원동기 등 간단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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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 중심에 정보통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해주고 싶고 정보통신을 잘 알게 된다면 나중 사회에 나가서, 편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학교에 진학할시 배우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가요?
A 배우고 싶은 과목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정보처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데이
터베이스의 기본개념, 설계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공과목을 배움으로써 저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관리수행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배양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Q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한편으로는 저에게 짜증과 갈등을 주는 사이기도 하지만 살
면서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도 없으며, 만일 가족이 없으면 밖에서의 생활, 안에서의 생활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큰 어
려움을 겪을 것이고, 마음의 기둥이 쓰러지면 힘들 때 어디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면접대상자와 면접관의 신분으로써의 만남이지만, 훗날 시간이 지날시 대학학생과 교수님의 자
리로써의 만남 가지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중국학과

면 접 방 법

2:1 인성 면접 (5~7분)

전

질문 및 답변
Q1

동천고등학교를 소개하세요.
A 저희 학교는 주변에 논과 밭, 강이 있어 제가 생각했을 때 자연 친화적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볼 수 있는 풍
경이 다양해 시각이 즐거운 학교입니다.

Q2

경성대 중국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A 가족들과 중국으로 첫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직접 중국의 유적지와 유명한 것들을 알아보며 한국과 다른 중국 문화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중국에 가서 문화를 느끼고 온 경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통해 얻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중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점 학교 수업을 신청하여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움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성대 중국학과에서 좀 더 확장된 공부를 이어가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굳이 경성대에 지원한 이유는?
A 경성대학교의 중국학과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커리큘럼과 인재상이 제가 꿈꾸고, 배우고 싶은 것과 잘 맞고 동일하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질문> 4, 5
Q4

가장 성적이 잘 나왔던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세요.
A 우선 가장 성적이 잘 나왔던 과목은 세계 지리입니다. 성적은 세계 지리 과목이 좋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과 윤리 과목이 주로 여러 철학가들의 생각과 일상 속의 윤리에 대해 배우는 과목인데,
특히 어느 한 주제에 대해 여러 철학가들이 등장해 그들의 견해를 들을 때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저는 이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Q5

3년 만에 휴가가 생긴다면,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는?
A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세계 지리 수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환경, 문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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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등을 공부하게 되는데, 축제를 소개하는 단원의 수업을 들으면서 프랑스의 레몬 망통 축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레몬이라는 과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레몬 축제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축제 현장에 레몬으로 장식된 화려한
작품들도 보면서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시고, 면접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4, 5번 질문은 면접실에 들어가서 앉으면
책상 앞에 종이가 뒤집혀서 놓여져 있는데, 3번 질문이 끝나면 교수님께서 종이를 뒤집어 주시고, 문제를 읽고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제약공학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 면접관 3명 / 블라인드 면접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는게 중요. 긴장하지 않고 대답하도록 연습 많이 하면 좋을 듯

질문 및 답변
Q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목적, 입학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A 저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질병치료에 관심을 두어 제약공학과에 들어가서
약의 성분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의 성분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Q 위에 대답한 것과 관련된 기사를 알고 있다면 어떤 기사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A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흥미 있게 봤습니다.
Q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A 사람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인정 될 만큼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중국학과

면 접 방 법

1)
2)
3)
4)

전

1차 합격에서 지원자 수의 3배수 선발 후 면접
수험번호 순서대로 한명씩 차례대로 면접
2 (면접관) : 1 로 면접 ---보통 10분 씩 면접
공통질문들이 종이에 적혀있어 들어가면 면접관분들께서 보여주심

질문 및 답변
처음에 들어가면 긴장할 필요 없다며 면접관들께서 편하게 대해주십니다.
* 매곡고는 자주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학교인가 ?
* 아침밥은 먹었는가?
* 어떻게 학교에 왔는가?
등등 긴장을 먼저 풀어주시려 하셔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통질문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십니다.
올해의 질문은 아래였습니다.
Q1

3년간 가장 성적이 좋았던 과목은? 이유는?

Q2

3년 만에 휴가를 받아 떠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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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답변을 하면 면접관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려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가벼운 꼬리질문도 하십니다.
분위기도 면접보다는 면담에 가까울 정도로 밝고 편안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홈페이지를 보면 매년 면접 기출문제가 학과별로 올라와있으니 참고하며 면접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준비는 하였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면접관분들께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십
니다. 모의면접을 하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순발력을 기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 학과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교수님들 사진이 올라와있습니다. 사진을 자주보며 얼굴을 익히고 면접을 보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

형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면접 7분 이내)

질문 및 답변
Q1

이 과와 관련된 교내활동 한 개를 소개해 주세요.
A 2학년 때 과제연구라는 대회에 참여하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홈과 스마트시티 구현’ 이라는 주제로 산출물을 제
출 해 본 바있습니다. 이 대회를 하면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각종 센서들을 프로그래밍해 보았습니다.

Q2

어떤 센서들을 프로그래밍 해보았어요?
A 조도센서, 수위센서, 피에조센서, 거리센서 등을 프로그래밍 해보았습니다.

Q3

수위센서는 뭐하는데 사용되었나요?
A 수위센서는 스마트 시티에 공원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호수에 수위센서를 설치하여 그 호수의 범
람을 막기 위해 수위센서를 설치해 LCD와 연결하였습니다.

Q4

이 질문은 학생이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절대 기분 나쁘라고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성적이 excellent
한데 2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성적이 떨어 졌네요. 왜 그렇죠?
A 문이과가 나눠지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Q5

문이과 비율이...?
A 거의 50대 50인거 같습니다.

Q6

아까 아두이노를 이용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양한 선 연결을 했을텐데 기억에 남는 아두이노 보드 연결이 있나요?
A GND,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입력하는 곳 등이 있습니다.

Q7

아까 수위센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에 어떤 곳에 연결 했어요?
A 디지털에 입력했던 것 같습니다.

Q8

2학년때 봉사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왜 받았어요?
A 2학년때 학교활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교내에서 봉사를 많이 한거 같습니다.

Q9

구체적인 봉사상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A 오픈랩이라는 저희 학교를 궁금해 하는 중3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동아리를 체험하러 왔는데 제가 학생 6명씩 인솔을 하
면서 학교생활 이야기도 해주고 학교 장 단점을 설명해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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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교과면접

지 원 학 과

패션디자인과

면 접 방 법

면접장에 들어가기전 대기시간에 예상질문이 적힌 종이를 주어 면접질문을 3분동안 보게한 뒤 3분이지나면 걷
고 들어가서 질문이 적힌 종이가 책상에 붙어져있어 대답을 하면된다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의 장단점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A 저의 장점은 좋은 눈썰미입니다. 패션에 필요한 요소중 눈썰미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썰미는 옷에 색감을
정하는 능력, 제단방법, 옷의 소재에 다양하게 미칩니다 패션분야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선 좋은 눈썰미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의 단점은 예민함입니다.
평소에 저는 작디 작은 티끌하나라도 거슬리는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는 노
력을 해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바꾸어보니 예민함은 타고난 장인의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해야지 티끌같은 오차라도
다시보고 다시 생각하고 저의 단점을 조금만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어 장점으로 만들면 저의 진로의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2

고등학교 3년 동안 진로를 위해 노력한 점과 대학 입학 후 계획을 말해보시오
A 고등학교 재학중 저는 패션동아리에 들어 진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학년때는 패션동아리 부원으로써 최선을 다하였
고 2학년때는 동아리 장을 맡음으로써 부원들을 이끌어나가고 패션에 대한 개념을 실습으로 직접 배워보았습니다 패션잡
지를 스크랩을 해보고 부원들끼리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스냅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경성대학교 대학 입학 후 저의 계획은 제가 어렸을적부터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추천 해주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 추천해주는 옷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을보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보았습
니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 까지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다가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소비를추구하고 패
션의 흐름을 예고하는 직업을 갖고싶었습니다. 바로 비주얼머천다이저 였습니다 경성대학교 교과과정을 살펴보니 비주얼
머천다이징과 패션스타일링 이라는 교과과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교과과정임을 알고 경성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과과목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취득해 저의 진로의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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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학교
전

형

일반전형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2 면접 / 강당 같은 곳에서 과 별로 나눠 앉아서 기다리다가 안내 따라 이동해서 대기하다가 교수님 방에서
조촐하게 면접 봄. 오후 면접이어서 교수님들 많이 지치셨고 그래서 질문 많이 안하심.

질문 및 답변
Q1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
람들과 협력하여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친구가 소개한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
라는 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환자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상을 담은 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보다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큐멘터리처럼 희생정신을 가지고 환자들과 소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2

고교시절 참여한 동아리활동 또는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보세요.
A 저는 ‘나의 부족함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준 기악합주반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기악합주 동아리를 통해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고, 잘 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그 분들이 저희의 연주를 듣고 즐거워해주시고 고마워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분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해서 보다 더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서 이전보다 완벽하고 값진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되어 저의 부족한
재능이지만 환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저의 노력이 아깝지 않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책임감을 키우는
계기가 된 봉사활동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음악재능기부와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이 면접으로 저를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장, 체육부장, 교과 모둠장이나 수업 도
우미와 같은 활동들로 간호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간호학과에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경운대학교에 입학하여 내년에 교수님들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앞에 안내해주는 선배들이 엄청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긴장 풀어주셨음. 방이 좁아서 작게 말해도 잘 들렸음. 실습실 구경도
시켜줌.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시설은 좋았음.

전

형

일반전형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2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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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경운대 처음 오는 거냐고 긴장 풀어주신다고 물어보셨다.
Q 자신의 단점을 말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A 제 단점은 낯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에서 모르는 사람
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점을 극복하게 되었고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말을 잘 할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Q 남자인데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제가 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곤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위해 봉사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봉사를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힘을 요구하는 직업이
었고 그것이 여자만의 직업이 아닌 것 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간호사를 꿈꿔왔고,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바람직한 도덕정신을 함양하여 글로벌하고 도덕적인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훌
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님들이 잘 대해주셔서 부담 없이 면접을 보았다.
예상 질문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이 면접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전

형

일반전형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2 면접 / 강당 같은 곳에서 과 별로 나눠 앉아서 기다리다가 안내 따라 이동해서 대기하다가 교수님 방에서
조촐하게 면접 봄. 오후 면접이어서 교수님들 많이 지치셨고 그래서 질문 많이 안하심.

질문 및 답변
Q1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
람들과 협력하여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친구가 소개한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
라는 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환자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상을 담은 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보다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큐멘터리처럼 희생정신을 가지고 환자들과 소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2

고교시절 참여한 동아리활동 또는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보세요.
A 저는 ‘나의 부족함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준 기악합주반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기악합주 동아리를 통해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고, 잘 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그 분들이 저희의 연주를 듣고 즐거워해주시고 고마워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분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해서 보다 더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서 이전보다 완벽하고 값진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되어 저의 부족한
재능이지만 환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저의 노력이 아깝지 않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책임감을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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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된 봉사활동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음악재능기부와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이 면접으로 저를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장, 체육부장, 교과 모둠장이나 수업 도
우미와 같은 활동들로 간호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간호학과에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경운대학교에 입학하여 내년에 교수님들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앞에 안내해주는 선배들이 엄청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긴장 풀어주셨음. 방이 좁아서 작게 말해도 잘 들렸음. 실습실 구경도
시켜줌.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시설은 좋았음.

전

형

일반전형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 대 2면접 /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면 짐 다 챙겨서 배정된 방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면 됨

질문 및 답변
질문은 많이 하지 않고 딱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온 질문 리스트에서 3가지 정도만 물어봐요.
(저는 종합 전형까지 봤는데 일반전형이 정말 질문이 적어요)
Q1

성격의 장단점과 단점에 대한 보완점
A 이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대답이라 당당하게 “ 저의 장점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제가 도서부장으로 활동할 때... (예시)
또 저의 단점은 긴장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고등학생이 되고 많은 발표를 했지만 긴장을 많이 해 항상 중간중간에 버
벅거리고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형들을 모으고 대본을 짜 발표를 연습해
보고 녹음하여 들어 보는 등의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웃으면서 확실한 말투로 말해요 중간에 웃음이 터지는 답변이
나와도 당당하게 말해요

Q2

간호학과를 지원한 동기
A “저는 원래 꿈이 소방관이었습니다. 남들을 위해 각종 재해나 사건사고에 가장 먼저 달려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동경
해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다보니(이때 정말 교수님들이랑 같이 면접보신분 저 다 웃었어요... 그
래도 이쁘게 봐주십니다) 내가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저 일을 5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
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직업인 간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예시로 간호사 직업관련 강의 들었던 것도 말했어요.)

Q3

마지막으로 이 말을 안하고 가면 한이 될 것 같다 싶은거
A 진짜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유쾌
“저는 고급생명과학을 이수하여 (잘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열심히 활동했다는...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
호학과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여기서 또 다시 면접관 분들과 옆에 면접자 분 다 웃은....) 이상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교수님들과 웃으면서 했고 첫 면접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이 긴장 풀어 주시려고 처음에
아침은 먹고 왔냐 뭐 타고 왔냐 학교는 어떤 것 같냐 등의 질문을 해주셔서 긴장 풀고 했습니다! 결과는 후보 31번이지
만 다들 열심히 하면 붙을겁니다!!

기타 유의사항
처음 들어가기 전에 같이 면접 보는 분하고 누가 인사를 시작할지 먼저 들어갈지 결정하고 엄청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첫인상!!
완전 중요해요!! 웃으면서 발걸음도 이쁘게 해서 들어가요! 저는 교수님 두 분이랑 성격이 잘 맞기도 했고 제가 면접 본 교수님
두 분이 특히 질문 같은 걸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참고로 옆에 방 교수님은 꼬리 질문이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구요ㅜ 면
접 도우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본 면접장에서 다들 웃으면서 나온다고...)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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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일반전형1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2 면접 / 강당 같은 곳에서 과 별로 나눠 앉아서 기다리다가 안내 따라 이동해서 대기하다가 교수님 방에서
조촐하게 면접 봄. 오후 면접이어서 교수님들 많이 지치셨고 그래서 질문 많이 안하심.

질문 및 답변
Q1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
람들과 협력하여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친구가 소개한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
라는 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환자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상을 담은 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보다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큐멘터리처럼 희생정신을 가지고 환자들과 소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2

고교시절 참여한 동아리활동 또는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보세요.
A 저는 ‘나의 부족함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준 기악합주반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기악합주 동아리를 통해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고, 잘 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그 분들이 저희의 연주를 듣고 즐거워해주시고 고마워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분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해서 보다 더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서 이전보다 완벽하고 값진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되어 저의 부족한
재능이지만 환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저의 노력이 아깝지 않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책임감을 키우는
계기가 된 봉사활동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음악재능기부와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이 면접으로 저를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장, 체육부장, 교과 모둠장이나 수업 도
우미와 같은 활동들로 간호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간호학과에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경운대학교에 입학하여 내년에 교수님들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앞에 안내해주는 선배들이 엄청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긴장 풀어주셨음. 방이 좁아서 작게 말해도 잘 들렸음. 실습실 구경도
시켜줌.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시설은 좋았음.

전

형

지 원 학 과

일반전형1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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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좌우명이나 삶 주변의 지표가 되는 문구가 있다면 말하고 이유에 대하서 말해보세요.
A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인 간호사를 위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여 제가 원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 본인이 살아오면서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나 받은 경험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어릴 때 많이 아파서 소아병동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서워서 겁먹었던 저에게 간호사 분들이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를 진정 시켜 주시고 얼른 나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분들처럼 봉
사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환자분들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 고교시절 참여한 동아리활동 또는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보세요.
A 저는 2학년 때 간호사와 관련된 ‘메디티어‘라는 동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큰 종이에 환절기 예방 방법과
환절기 증상들을 찾아서 적고 학년별로 복도에 붙쳤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보고 뿌듯하고 남들에게 봉사하
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입학 후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소아병동과 응급치료 간호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에 있는 모든 분야를 열심히 할
것 이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 하세요.
A (생각하다가 말 못함)

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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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은 면접관과 학생이 2:1로 진행된다.
대기시간이 길지 않고 거의 바로 면접에 들어간다. 면접은 10분 내외로 진행된다.

질문 및 답변
Q 수상 중에 인성노트 쓰기 대회가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A 인성노트 쓰기는 명언이나 시를 보고 그에 대한 감상을 쓰면서 이루어진 활동이었습니다.
Q 지금도 꾸준히 인성노트를 쓰나요?
A 아니요, 1학년 떄에는 매주 꾸준히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인성노트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Q 그 명언이 무엇인가요?
A 마더 테레사의 명언인데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되
니까.”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듯 간호사를 희망하는 저에게 이 말은 간호사로서 작은 실수에도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 도우누리 노인주간보호센터 봉사활동이 아주 많은데 이건 무슨 봉사입니까?
A 어르신들의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체온을 측정 했고 재롱을 피우며 어르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주로 했습
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배회가 아주 심한 치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배회 어르신의 경우
실종 위험이 커서 함부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계속 나가려고 하셨고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
는 선생님들은 이 어르신에게만 신경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의 담당 선생님께 부탁드려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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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함께 뒷마당을 산책 하겠다는 허락을 통해 어르신과 산책을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좋아하는 밭을 가꾸며 매주
어르신과 친해지고 저절로 가까워졌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었고 담당선생님의 수고를 덜
어드리며 매주 제가 봉사를 갈 때면 저에게 배회 어르신의 짝꿍이 왔다며 반겨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
지만 저는 이 봉사를 통해 대학을 진학 하면서도 노인과 관련된 봉사를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그럼 노인과 관련된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인가요?
A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 경험을 통해 많은 케이스의 환자를 돌보는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
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인과 관련된 봉사 경험을 쌓아둔다면 후에 간호사가 되어 시간이 지나 노인과 관련된 간호사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토론을 하는 과목이 있었나요?
A 아니요, 토론을 하는 과목은 따로 없었지만 제가 간호 자율 동아리 부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Q 무슨 토론이고 그에 따른 의견은 무엇입니까?
A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해도 되는가?’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뇌가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같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연결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로 생명을 유지한다면 장기들의 기능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점 죽어가는 환자를 보
는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힘들 것이며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
를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주변에 뇌사자가 있어서 이러한 토론을 진행한 것인가요?
A 아니요, 주변에 뇌사자는 없지만 뇌사와 관련된 토론은 자주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해피너스’라는 동아리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A 저는 3년간 해피너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이 동아리는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 동아리입니다.
주로 체육대회 의료지원 봉사나 점심시간과 체육대회 그리고 축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즐길 수 있으면서 교육적인 건강
부스 활동을 합니다. 소아암 배지 모금 활동을 통해 기부 활동도 했습니다.
Q 간호사와 관련된 독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최근 읽었던 김현아 간호사님의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을 최근 메르스
첫 발생 환자가 나왔던 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직면 했을 때 그 상황을 피하
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으면서 메르스 환자뿐만 아니라 원래 중환자실에 있는 생사의 갈림
길에 서있는 환자들을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라는 말인데요, 나로 인해 중환자실의 환자가 살고 그 환자가 살면서 우리 지역의 사람이 살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제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간호사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책을 가장 인상 깊었
던 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운대 간호학과는 꼬리질문이 엄청 많았다. 교수님들이 꼬리질문으로 주로 경험을 많이 물어봤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꼬리질문을 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 면접이 끝나고 간호학과 선배님들과 근육주사, 정맥주사 놓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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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저는 일반전형 간호랑 학종 간호를 두 개 넣은 유형인데 일반이 먼저고 학종이 다음주 였어요.
정말 우연히도 같은 교수님 두 분과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서.....(심지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조금 수월하게? 면접을 봤습니다.)
학종은 질문 많았습니다. 예상 질문도 아닌게 많았고 질문 순서는 달랐는데 생각 나는데로 적었어요
Q1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내려 갔는데 그 이유는?(정말 수학도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내려감)
A “제가 2학년 때 국어가 성적이 내려갔고 3학년이 되면서 고전시가나 현대시를 배우며 국어에 더 흥미가 생겨 열심히 하
다 보니 다른 과목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그래도 국어가 2학년 때에 비해 2등급 오름.
이렇게 꼭 뭔가 오른건 있어야 해요!)”
교수님 왈-‘과목 편식이 심한가 보네ㅎㅎ’
(...별다른 방법 없어요... 웃으면서 넘기세요...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Q2

좋아하는 과목은?
A “생명과학입니다. 중학생 때는 생명과학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는데 2학년 때 만난 선생님께서 저와 잘 맞기도 했고 항상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 주시며 설명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 잘하는 과목은?
A “잘하는 과목 또한 생명과학입니다. 관심이 많고 좋아하다 보니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 등급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 생명 공부하는 방법은?
A “저는 항상 개념을 다시보고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에 익숙해 지기 위해 신유형을 위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복습을 강조함)”
Q3

간호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자세한 계기는?
A (일반전형에서는 지원동기를 물어 보셨는데 그 답변을 기억해 주셨는지 자세한 계기를 물어보시더라구요. 다행히 혹시나
이런 질문이 나올까 싶어 자세한 예시를 생각하고 간 저에게 치얼스)
“제가 평소 재난 영화를 좋아해 많이 보는데 그 중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모두 방사능 피폭이 두려워 피폭 환자
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 간호사 한분만이 그들을 위해 끝까지 간호를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고 그 희생과 봉사정신을 보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가졌습니다.”

Q4

동아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A “저는 돼지 심장해부를 하기 위해 그 전 시간에 가졌던 토론 시간입니다. 예전에 타동아리에서 일어났던 비윤리적인 사
건에 대해 저희가 해부실험을 할 때 가져야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뭔가 추
가로 더 했는데 기억이 안남...)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었는데 중간부터 좀 망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했더니 기억이 안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하셨을 때도 그냥 망했다 싶어서 저번 면접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걸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하고 끝냄....망한 것
같아도 끝까지 웃으면서 나와야 해요!

기타 유의사항
복장은 저는 그냥 와이셔츠에 남색 니트 입었어요 그냥 단정오브 단정으로 가요...
저는 이 면접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중간부터 포기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생각나 는만큼 대답했는데 붙었습니다!! 다들 긴장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면접 보세요!
**참고로 학종면접 때는 스쿨버스? 정말 운행 많이 안하고(간호학과가 면접이 따로라서) 집에 올 때는 더 드물어요..제발 부모
님과 같이 가서 차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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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이 질의응답함.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A 수업 중 혈액형, 유전법칙을 배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심화하여 공부하고자 지원하게 됨.

Q2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A 장점은 밝고 긍정적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잘 구축함. 3남매 중 막내로 자라면서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받
음. 이 때문에 교우관계가 좋고, 선생님과 심리적 거리가 없는 편임. 단점은 남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잘 못함. 안면홍조
증이 있는데, 발표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놀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축
제에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등 경험을 해봄으로서 극복하려고 노력함.

Q3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
A ‘기아체험’임. 고등학교의 3년 동안 매년 참여했음. 기아에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했음.

Q4

이 학과에 와서 배우고 싶은 공부는 무엇인가?
A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함. 본인이 왜 면역력이 약한지 알고 싶어서, 면역학을 공부하고 싶음.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치위생학과

면 접 방 법

2:2면접

질문 및 답변
Q 좌우명을 말하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에게는 좌우명이 없지만 저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해도 될까요?
Q 네, 그러세요.
A 저는 저희 담임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담임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저희반 아이들이 사고를 쳐 교장실에 다
녀와도 기분 안 좋으신 것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너희들이 잘못만 깨우친다면 선생님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 담
임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Q 고등학교시절 이학과를 오기위해 한 노력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A 저는 정식으로 한 활동은 아니지만 지인 중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린이집에서 구강교육을 할 때 어린이
집에 가서 아이들의 구강교육을 도와주고 또 구강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달래주는 일을 했습니다.
Q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A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A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낯을 가리다보니 우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Q 어떻게 대처 했나요?
A 아이들이 무섭지 않게 웃긴 표정을 짓거나 저 말고 다른 친구 혹은 다른 분과 같이 작은 연극 같은 걸로 달래주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 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분리수거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청소시간에 지나가다가 힘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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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돕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였습니다. 하지만 저 포함 2명의 친구들이 학교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모
습은 강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저희 3명의 이름을 외울 수 있게 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세요.
A 저는 고등학교시절에 이 학과를 오기 위해 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학과에 합격해 어린아이들이 겁내지 않고 좋아
할 치위생사가 되고 싶습니다.
Q 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질문과 답변만 적음 분위기 좋고 학생들 긴장 풀어주려고 노력해주심)

기타 유의사항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준비해야함
☞ 면접차량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다 못타고 다음차를 타야함.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치위생학과

면 접 방 법

2:2면접

질문 및 답변
(질문 순서 기억이 안 나서 기억나는 대로 작성하였음)
Q1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준비한 거 말하였음.

Q2

진로탐색프로젝트(치카치카)를 하게 된 계기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3학년 때 치과위생사를 희망하는 친구와 치위생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치위생학과 3, 4년제
대학 조사 및 치위생 관련 독서, 논문 찾아보기, 캠페인 등 활동을 말하였음.

+ 꼬리질문1)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캠페인을 하게 된 계기, 캠페인 포스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느낀점 등을 말하였음.
+ 꼬리질문2) 캠페인 포스터 내용 중 미세먼지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셨음.
Q3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말해주세요.
A 동아리장을 맡았고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였음.

Q4

활동들이 대부분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 이렇게 2가지로 나뉘
는데 어떤 쪽을 더 선호하였는지?
A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고 왜 그런지 설명하였음.

Q5

진로 관련 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떤 시간을 활용하였고 공부하는데 방해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셨음.
A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여서 밤에 잠을 덜 자면서 하거나 학교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였다고 하였음. 시험기간을 피
해서 하였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말하였음.

Q6

보건 거점 수업을 하게 된 계기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말해주세요.
A 준비한 거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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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질문) 보건 거점 수업 중 치위생학과랑 관련된 활동 말해주세요.
A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하였음.
+ 꼬리질문) 과연 치과에서 심폐소생술 사용할 일이 있을지 물어보셨음.
A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이어서 급하게 대답해서 불안했는데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했다고 칭찬해주셨음)
Q7

수상경력이 많은데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수상은 무엇인가요?
A 자율교과학습동아리상에 대해 말하였음.

Q8

봉사 활동을 많이 했다고 칭찬해주시고 어떤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셨음.
A 봉사동아리 사나래에 대해 말하였음.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말하였음.

Q9

대학교 입학 후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
A 불소도포, 치아스케일링이나 올바른 양치법 등 치아 관련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음.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일반전형1

지 원 학 과

항공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학생=2:1로 면접을 봄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의 좌우명이나 삶의 지표가 되는 문구가 있으면 말하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제 좌우명은 ‘어떤 것이든 도전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도전을 하지
않아 후회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지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Q2

자신의 성격 및 장단점을 ㅁ라하고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A 저의 장점은 상대방에게 말을 즐겁게 해주는 말동무가 되어 준다는 것이고, 단점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을 못
하고 미룬다는 것임.

Q3

본인이 살아오면서 받은 경험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A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면서 장애우는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음.

Q4

교고시절 참여한 봉사홀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말해보세요.
A 과학관에가서 봉사 한일이 가장 기억에 남음.

Q5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어릴적부터 항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다가 고등학교 화학새간에 탄소섬유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서 신
소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됨. 이 두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 찾아보다가 항공신소재공학과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됨.

Q6

항공 신소재 공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고교시절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A 고교시절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학교에 들어와서 더 가볍고 강한 소재를 교수님과 함께 실험하고 싶다.

Q7

입학 후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A 잔,S 데힉에 입학한 후 항공기 기체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탐소섬유복합체
가 현재 보잉 787-900이나 에어비스 350-900XWB등의 50% 이상 쓰이고 있는 것처럼 더 가볍고 강력한 소재를 개
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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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대학 재학기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것과 대학생할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해보세요.
A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굘ㄹ 홍보할 홍보동아리에 들어가고 싶고, 대학생활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CATIA 국제
인증 자격증과 토익을 따고 싶다.

기타 유의사항
예상문제가 그대로 나오므로 예상문제만 준비 열심히 하면 됨.

전

형

일반전형1

지 원 학 과

항공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각 개인마다 정해진 면접시간에 맞춰서 도착 후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함.
순서가 오면 3개의 방이 있는데 각 전형마다 다른 방이 있음.
면접은 2명의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학생 1명 씩 2대1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1

경운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저희 학교 계단 옆쪽을 보면 대학교 관련 여러 자료 들이나 학교 소개와 같은 포스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의 진로와
관련해서 항공에 관련된 여러 과들을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문구를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직접 인터넷이나
sns매체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Q2

특별히 우리 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A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미디어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이 학교를 찾아보던 와중 기술대전과 같은 큰 대회 에서 많은 수상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여러 큰 기업들과의 협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목표를 이루기에 충
분한 지원과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과학 중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과 그 안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단원은?
A 저는 항공에 관련해서 관심을 두다보니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역학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비행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베르누이 법칙이
라는 개념에서 저의 관심이 시작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Q4

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A 저는 우선적으로 어느 상황이나 때에서도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기에 생활 영어를 중점적으로 토익 점수에
대한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으며 특별히 관심 가지는 분야는 항공 전자 정비 쪽인데 자율 학습이나 개별적으로 시간이 나
게 된다면 여러 비행사고중 전자 기기나 부품 결함에 대한 원인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음.)
(예를 들면, 모의고사 평균 등급은? → 수학은 잘하나? → (나 형을 쳤을 경우) 이과인데 나형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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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전

형

교직적성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10분), 집단면접(35분)
각각 2명(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의 면접위원은 다릅니다.)
신분 확인 및 밖에서 대기 → 대기실에서 대기 및 면접 안내 → 개별면접(10분) → 대기 → 집단면접(35분:
면접 안내 3분, 토의 25분, 발표 7분)
대기하는 동안 다른 지원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면접 들어가기 직전에는 면접 도우미께서 긴장
풀도록 말 걸어주셔서 그렇게 삭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대기실에서 면접 안내하기 전까지만
개인 자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대기실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려야 하니까 시간 맞춰서 가
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 및 답변
개별면접(질문 순서는 생각나는 대로 쓸게요.)
(인사하고 면접번호 말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면접번호가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었는데 그냥 당당하
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인사하세요)
Q 교내로도 교외로도 열심히 활동한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교내활동이 있나요?
A 다방면으로 3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활동은 교내 지역봉사데이 프로그램입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학습능력이 다른 아이를 만날 수 있었고, 각각 다른 교수법을 시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했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법이 성공하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람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추가 질문 : 정확히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가르쳤나요?
A 학습 능력이 다른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칙연산이 느린 아
이에게는 계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빨리 끝나는 아이는 비슷한 친구와 함께 영어와 수학을 사용한
퀴즈를 푸는 활동을 했습니다.
Q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 중에서 무엇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나요?
A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은 둘 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성 교육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들은 각기 다른 환경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관찰하여 그러한 환경을 이해하고 캐치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Q 생기부에 성격이 차분하다고 나와있어요. 다양한 아이들이랑 지냈을텐데 친해지기 쉬웠던 친구와 친해지기 어려웠던 친구는
어떤 친구였나요?
A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도 학교에도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해지기 쉬웠던 친구는 적
극적이고 활동적인 친구였고, 어려웠던 친구는 적대감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적극적인 친구와는 활동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적대감을 가진 친구는 처음에 제가 다가갈 때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
서 그 친구의 관심분야를 찾아보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여러 활동을 같이 하다보니까 결국에 그 친구도
마음을 열었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 추가 질문 : 인성을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네. 타고나는 인성도 있겠지만, 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
오 수업이나 토의, 토론 수업을 통해서 인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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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질문 : 그러한 수업은 고등학교 때도 하는 것 아닌가요?
A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수업을 했지만, 대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학교의 교육과정 본 적 있나요? 무엇을 가장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A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가장 많이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융합해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배운다면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을 것입
니다.
+ 추가 질문 : 이분법적이요? 이분법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A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기만 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분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추가 질문 : 이분법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A 예를 들면 수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식과 관련하여 도출하는 과정을 알려주시지 않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 추가 질문 : 그 예시는 이분법적인 것보다 그냥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A 설명이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식을 도출하는 여러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데 그냥 공
식만 알려주셔서 이분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Q 믿음을 주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믿음을 주는 초등교사가 무엇인가요?
A 제가 생각했던 믿음을 준다는 것은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믿으며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꿈에 날개를 달 수 있고 펼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일원이 될 아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사는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경인교육대학교의 건학이념이 큰 사랑, 큰 힘, 큰 빛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한 여러 탐구 활동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더 큰 힘을 기르고 싶고, 큰 사랑을 배워 아이들에
게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큰 사랑으로 아이들을 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큰 빛을 내도록 돕는 교사가 되
고 싶습니다.
- 교수님: 몇 분 남았죠?
- 면접 도우미: 30초 남았습니다.
Q 그러면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이론에 대해서 탐구활동을 한 듯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명해주세요.
A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인지를 발달시켜가는 과
정을 중시합니다. 흥미를 가지고 단계별로 아이의 인지를 발달시켜 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돕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 이
말을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싶었는데 딱 시간이 다 돼서 끊겨버렸어요. 한 문장 끝까지 하고 올 걸 싶기도 하고 조금 아
쉬운 부분입니다.)
집단면접
Q 현재 배송, 배달 업체가 성장하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편의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다.
배달, 배송 업체의 성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3가지, 부정적인 효과 3가지, 이를 해결할 방안 3가지를 얘기해보시오.
▶ 토의 결과
긍정적인 효과 1.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분의 편리 2. 외출 감소, 시간 절약 3. 배달 배송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정적인 효과 1.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 2. 상가 공실률↑, 소규모 상가 약화 3. 오토바이
사고 및 갈등↑
해결방안 1. 교육적 도움(노인센터에서 교육 및 찾아가는 서비스) 2. 마켓데이(블랙 플라이 데이 및 쿠폰 등의 혜택) 3. 배
달원, 소비자 인식 개선 교육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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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다고 알고 갔는데 두 남자 교수님께서는 힘드셨는지 질문이 없었습니다. 면접 도우미님 말씀 들어보니 전 조에서도
질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기타 유의사항
추가 질문을 받을 걸 알면서도 추가 질문에 머릿속은 우왕좌왕 했습니다...ㅠ 설마 했던 걸 정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당황하
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나 생각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평소 태도가 나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모둠 전체가 잘 해야 하는 거니까 서로서로 도우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서
기라는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굳이 서기라고 해서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조는 다 말을 골고루 한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만약 말을 많이 못 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정리를 부탁하고, 부족한 부분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서기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를 너무 서기인 저만 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쉽네요. 그리고 사회자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
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는 사회자 없이 자유 토의했습니다. 그냥 과제 하는 느낌이었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
로는 긴장도 부담도 없었어서 그런지 재미있었어요.
1번부터 30번 중반까지는 첫 순서로 면접 본다는 게 신기했어요. 1차 발표 날 EO의 면접번호가 진짜 그대로 면접 보는 번호
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 순서대로 화장실을 보내주니까 이 점 고려하세요. 물 마시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물론 면접 도우미랑) 하
지만 개인 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물 가져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대기실 앞뒤 공간이 넓지 않아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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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소집 시간이되면 각 지원하는 과 건물로 들어가서 올라간다음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들고 스태프들한테 내면
각자 면접번호를 받고 가슴쪽에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은후 기다린 다음 자기순
서를 기다리고 3명씩 수험번호 순서대로 조를 짜서 복도로 부릅니다. 그러면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기하
고 면접실에 들어가면 교수님3분 학생3명 3대3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3개의 질문을 맨 왼쪽사람이 첫 번째
질문에 먼저답하고 중간 오른쪽 순으로 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간 오른쪽 왼쪽 순으로 답하고 마지막 질문
은 오른쪽 왼쪽 중간 순으로 돌아가며 답합니다.

전

질문 및 답변
Q1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메르스가 한참 유행일 때 메르스로 의심되어 1인 병실에 입원했었습니다. 메르스
는 전염성과 치사율이 있는 질병이지만 가족들은 감염의 위험도 감수하고 괜찮아질 거라며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이기에 거리낌 없이 제 옆에 있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2

고교시절 체험한 봉사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한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의 봉사활동은 학교를 마치고 가거나 주말 오후
와 같이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꽃동네에선 2박3일동안 지내면서 아침6시부터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
하신 분들과 하루를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사회복지
사가 된 느낌이 들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며 봉사에 임할 수 있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3

혈액의 구성성분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A 혈액의 구성성분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입니다.
백혈구는 크게 탐식세포와 면역세포로 나뉩니다. 탐식세포란 식균 작용을 하여 외부에서 침입한 균을 제거합니다. 면역세
포는 외부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적혈구는 붉은색 납작한 원반 모양의 혈액세포로 혈관을 통해 전신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혈
소판은 혈액의 응고와 지혈에 관여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기게하여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게 하여 상처를 보호
합니다. 혈장은 혈액 속의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을 제외한 액체성분으로 담황색을 띠는 중성의 액체이며 영양소,호르
몬의 운반과 체온조절에 관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일대학교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것처럼 무조건 예시문항에서만 냈습니다. 예상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추가로 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경일대학교에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9개의 예상질문은 완벽하게 외워갔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자기소개나 다른
질문은 하나도 없이 예상질문중에서 각 파트별로 1개씩 총 3개의 질문이 나와 외운대로 말했고 중요한 것은 3명의 면접관을 다
평등한 시간을 가지고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 한명만 보며 말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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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3:3 면접. 인성, 전공적합성, 전문성 각 분야에서 한 개씩 질문. 면접 예상 질문 9개에서 그대로 나옴. 자기소
개, 마지막 말 안 함.

질문 및 답변
Q1

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A 간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능력과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을 가까이서 케어하기 때문에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간호사는 그런 능력을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많은 학습을 통해 기본 지식을 쌓은 후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순발력 있게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그 상황이 일어
났을 때를 떠올리며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면 그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능력과 순발력을 키워 환자들과 잘 소통하고 순발력 있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Q2

최근의 사회적 이슈 중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국내 연구진이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라는 기사
를 접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나 인지능력검
사가 있는데 이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한 확인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이런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혈액에 있는 치매 생체지표(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원리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했다’라는 내
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중, 이전까지는 치매가 진행이 되고 난 후에만 알 수 있었던 발병 여부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다
는 점 때문에 ‘인지능력 장애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치매 초기까지 진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
다. 이 기사를 접하고 난 후, 앞으로 질병 여부를 밝혀내는 방법이 더 발전되어 보다 많은 질병의 발병 여부를 쉽게 알
아낼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저역시도 그런 연구에 힘을 보태고 싶
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3

혈액의 구성성분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A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혈장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있고 단백질, 지방, 무기 염류, 요소 등이 녹
아있습니다. 혈장은 혈구와 영양소를 운반하여 조직세포에게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폐와 배
설기관에 운반합니다. 또한 세포에서 발생한 열을 온몸으로 운반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됩니다. 혈구 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라는 단백질을 통해 산소 분자를 운반하고 혈중 산도가 낮아지면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약화되어 조직으로 산소
를 내보냅니다. 백혈구는 혈구 중에서 유일하게 핵이 있고, 식균 작용을 통해 외부의 침입에 대항하여 반응합니다. 혈소
판은 혈장 내의 단백질과 함께 혈액의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시간 30분 전부터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3명씩 차례대로 들어감. 수험번호 제일 빠른 사람이 들어가서
차렸 경례 나올 때도 차렸 경례함. 학생 3명 교수님 3명, 교수님마다 앞에 인성, 사회성, 전공 적합성 표시 되
어있음. 3분이 질문 한 개씩 함. 처음 질문은 수험번호 빠른 순서로 말하고, 두 번째 질문은 수험번호 맨 뒤부
터, 마지막 질문은 중간에 앉은 학생부터 대답. 추가 질문, 자기소개 하나도 안 시키고 딱 예상 질문에서만 나
옴. 교수님들 잘 웃으시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줌. 질문하기 전에 긴장 풀어줌. 간호 학생들도 긴장 풀어
주려고 말도 걸고 함

전

질문 및 답변
인성질문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 물어보심. 나는 인간관계라고 답하면서 공동체 사회에
서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함. 또 이러한 인격소양은 후에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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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간호사랑 연결시킴. 옆에 친구는 건강, 그 옆에 친구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함.
사회성질문은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요양병원에
서의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되어 한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함. 또 정신질
환을 가지고 계신 분께 다가가 손을 잡아드렸다고 함. 옆 친구는 요양병원에서 눈 안 보이시는 분이 자신의 목소리 기억해 줬다
고 대답했고, 다른 친구는 마라톤(?)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함
마지막 전공적합성 질문은 혈액의 구성성분과 기능이었음.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성분인 혈구로 나뉘고 이 혈구는 적
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뉜다고 하고 각각 기능 설명함. 이 질문은 두 번 째로 대답했는데 나 바로 다음번에 한 친구가 나랑
첫 문장 완전 똑같이 말함. 전공적합성은 거의 대답이 다 비슷비슷했음

기타 유의사항
처음에 인사할 때 수험번호 제일 빨라서 차렸 경례했는데 다른 친구 2명은 고개만 숙이고, 나 혼자만 안녕하십니까? 크게 말함
나올 때도 혼자 크게 감사합니다 함.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웃으면서 인사 크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음. 대답할 때 면접관 한
분만 쳐다보지 말기. 또 머리 풀고 온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묶는게 단정함. 옆에 친구 계속 말 끊길 때마다 머리카락 만졌음.
내가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손 자꾸 올라가는게 보였음. 그리고 최대한 웃으면서 말하는 게 좋음. 또 너무 외운 것처럼 말
하지 말기. 신분증 꼭 챙기기.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3 면접 / 순서가 가장 빠른 사람이 차렷, 경례하고 인사함 / 123 321 231 순서로 질문함

질문 및 답변
Q1

진로변경 사유
A 1학년 때는 옛날부터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기도 했고 계산하는 것을 좋아해서 세무사로 정했다가 2학년
이 돼서부터 여기저기 직업체험도 가보고 직업특강을 들으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돌봐
드리고 치료해주고 싶단 생각에 의료쪽으로 돌렸습니다. 치위생사에서 간호로 바꾼 이유는 폭이 더 넓은 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환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Q2

간호학과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동아리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거점학교수업에서 했던 활동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와 관련된 지식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고
혈당 체크 및 혈압 재기, 또 심폐소생술 등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3

심폐소생술의 순서 기억나요?
A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은 기억납니다. 라고 말했더니 면접관님이 대충이라도 설명 해달라고 해서 인공호흡
하고 직접 어깨 치는 행동을 보여줌.

Q4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저는 충분히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 경일대학교에서 공부 할 기회를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열
정을 쏟아 부어 노력하는 대학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님들이 모두 친절하시고 반응도 좋으셔서 긴장이 많이 안됐어. 질문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생기부에 있는 큰 주제로만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 화장은 진하게 하지 말고 입술은 최대한 연하게! 립밤만 바르는 것도 좋아.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사복
입어야 하는데 슬랙스에 흰 셔츠가 보기 좋고 면접 볼 때 자신감 있고 크게 말하면 보기 엄청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후배
들도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은 꼭 하는 게 좋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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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3 면접 (난 마지막 조여서 2명 들어가서 2:2 면접함.)

질문 및 답변
Q1

3학년 때 진로희망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구체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원래 임상병리사를 희망했었습니다. 피나 소변으로 질병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알아내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것인지,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
하며 도와주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동아리에서 친구가 소개한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라는 책으로 간호사에 대
한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
습니다. 이후에,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상을 담은 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보다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큐멘터리처럼 희생정신을 가지고 환자들과 소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2

교내 ‘메디컬드림즈’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동아리 내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A 저는 이 동아리에서 동아리 장을 맡았습니다. 보건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모아 소규모로 동아리를 만들었고
생활과 윤리 시간에 다뤘던 뇌사 판정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책 소개와 같은 활동들을 했
습니다. 2학년 때 동아리 장으로서 동아리를 완벽하게 이끌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동아리 장을 맡는다는 것이 두
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격려를 받고 다시 동아리 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동아리를 이끌어가
면서 리더십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에 체육부장과 모둠장, 수업도우미 등을 통해 저의 리더십을 발휘해나갈
수 있는 활동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수상 경력을 보니, 체력우수상을 받았던데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A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체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에 저의 체력 증진
을 위해 힘쓰려 노력했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기본바탕이 되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체력 측정 시간에 성실히 수행했고 그래서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저는 경일대학교 아이리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음악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악합주반 동아리
에서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워 장애인복지관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경험이 두 차례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일대
학교 아이리스 동아리가 이런 저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만약 경일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저는 다른 동아리도 좋지만 아이리스 동아리를 통해 저의 부족한 재능으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개인마다 전부 다른 질문하심. 생기부에만 집중한 정말 형식적인 면접이었음. 종합 면접은 교과보다 준비할 게 훨씬 많으니 꼼
꼼히 준비해갈 것.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분 학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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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저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지원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임이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너에 매일 저만의 긍정적인 한 줄을 적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는 열정적입니다. 실제 고등학교 2년동안 직접 동아리 부스를 기획하여 선생님들께 리더쉽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들은 적
이 있습니다.
- (꼬리질문) 어떤 부스를 기획한 것 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동아리에서 하는 축제기간에 하나의 부스를 직접 기획하는 일을 맡아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과 우리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충돌을 조율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나요?
A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2학년때까지 지역도서관에서 하는 재능기부 봉사를 했습니다. 대상이 아이들이라서
넘어져서 다치는 아이도 있었고 만들기를 하다 가벼운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
는 일이 간단한 응급처치와 부모님을 부르는 것이 전부여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소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에 약간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을 좋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아동간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경일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교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점 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 노력
A 저는 앞서 말한 두 명의 친구처럼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보다는 제 자신의 단점에 의해 발생한 일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 저의 단점 이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으로 인해 말을 잘 끝맺지 못하고 흐리는 습
관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들을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말끝을 흐리지 않고 힘주어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고 학교 강당에서 하는 독서골든벨의 사회자를 자진해서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Q 진로 활동에 진로로드맵이 있는데 어떤 활동이죠?
A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5년뒤 10년뒤 20년뒤 이렇게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입니다.
- (꼬리 질문) 이 활동을 통해 느낀점이나 자신의 생각은?
A 저는 기독교 재단의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간호학과여서 그런지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 지원자 3명으로 단순 질문

질문 및 답변
Q 3년간 반장을 하면서 반아이들에게 어떤 장단점을 보여주었는지?
A 저의 장점은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것 입니다. 2학년때 반 친구들 중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먼저 알아보고 친구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고맙다고 얘기해주었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습
니다. 이런 장점이 간호사가 되어서도 환자가 불편한 점을 말하지 못할 때 제가 먼저 알아봐주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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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입니다. 이 단점은 반장활동을 하며 친
구들을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3년동안 반장을 하면서 반친구들에게 제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아졌고 주
변 반응에 신경쓰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에 살펴
본다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단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해보
이면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면서 점차 장점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Q 성적이 하락세인데 이유와 극복방법을 알려주고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A 사회이 가장 떨어졌는데 공부방법을 바꾸고자 한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는 저에게 적합한 공
부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싫어하는 과목은 없지만 굳이 뽑자면 국어 입니다. 국어는 제 생각보다
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으로 둡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제 생각을 포함하면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저만의 국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현대소설의 작가에 대한 정리와 소
설의 배경과 시대상황을 정리하여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려하였고 또한 수업시간에는 항상 수업에 집중하였고 모둠 수업
이나 수행평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책은?
A 저는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여러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에 관한 이야기 입
니다. 1학년때 간호사라는 꿈을 가졌지만 간호사가 병원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
으면서 간호사가 병원에서 주사 놓는 거 외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하여 결과를 의사에게 알려주는 역할 외에도
병원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활동이 저의 적성과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책을 통해 간호사에 대
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간호사라는 꿈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는 쉬운 답변을 받았지만 다른 지원자에게는 심폐소생술 방법 설명, 동아리 활동내에 있는 활동에 대한 추가설명 요구, 체력
장 1등 이유 등 자세하게 물어보는 편이라서 생기부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교과면접
기계자동차학부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스태프분이 문열어 주셔서 들어감)
Q 다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 하고 갈수 있도록 해요.
A 넵!
Q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고교 재학 시절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보세요.
A 제가 고교재학 중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학년 때에 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등학교 들
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아직 서로 잘 모르기도하고 서먹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반 단체 활동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지만 한명의 반장이자 리더로써 저희 반에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에게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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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다가갔던 거 같습니다. 그 결과 반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 서로 소통하는데도 무리가 없었고 이후 반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큰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Q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 듬에 따라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4차 산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신기술이다 보니 그 속에는 허점도 많고 법적 체계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만일 제작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아직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사람이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회피핮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책임감이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좋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계 또는 자동차 분야에서 본인이 가장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A 제가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공부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차체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란 결국 사람이 타는 장치이기 때문
에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량동역학과 기초차량설계를 공부하여 만
약의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Q 준비한 질문은 끝이 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있을까요?
A 저요!
Q 그래요. ○○학생 얘기 해봐요.
A 저는 자동차를 13년 넘게 좋아해 왔습니다.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19년 인생이지만 저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자
동차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에게 자동차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경일대
학교에서 좀더 심도있게 공부하고 이후에 제 진로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Q 좋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쇼.

기타 유의사항
처음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대학 설명과 학과설명을 함. 교수님들이 편하게 해 주시고 노력하는 게 보임. 편안한 분
위기에서 잘 진행되어서 다행임.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전공

면 접 방 법

지원자 3명 함께 들어감
3 대 3 면접
순서대로 질문하고 반대순서대로 다시 질문하는 패턴으로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1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Q2

지원동기

Q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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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실기전형

지 원 학 과

사진영상학부

면 접 방 법

* 본인이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10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는 포트폴리오심사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면접 질문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과 과정, 사진이론, 사진가,포토샵 방법, 주관적인 질
문 등이다.(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론, 포토샵에 대한 답변은 내가 100%로 만든 포트폴리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답해야한다.)
* 면접은 교수님마다 돌아가면서 1:1로 진행

질문 및 답변
<첫 번째 교수님>
Q1

본인 사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사진주제)

Q2

싸이언(C)의 보색이란 무엇인가?

Q3

그린(G)의 보색이란 무엇인가?

Q4

영향 받은 사진가나 모티브가 된 것은?

Q5

히로시스키모토 시스케이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Q6

융복합예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Q7

본인 포트폴리오사진에 제목을 짓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Q8

291화랑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Q9

F64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조00 교수님>
Q1

본인 사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Q2

사진가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Q3

좋아하는 시가 뭔지?

Q4

그 시의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뭔지?

Q5

본인의 사진이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Q6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Q7

죽음을 사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촬영 할 것인지.(내 포트폴리오처럼 찍는다면)

Q8

피사체를 나타낼 때 그림과 사진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 번째 교수님>
Q1

본인 사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Q2

색의 3요소가 무엇인지?

Q3

본인 사진에서 색상 명도 채도를 설명 해보세요.

Q4

관용도가 무엇인지?

Q5

그레이와 블랙 중 채도가 더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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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영상컨텐츠제작학과

면 접 방 법

한 조에 30명씩 잇고 A조, B조, C조...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면접 조가 있고 저는 A조라 오전에 면접대기실
로 이동 → 처음에 들어가면 전형안내에서 본 수험번호를 앞에서 보고 자리에 착석 → 휴대폰봉투에 핸드폰을
넣고 설문지 작석 → 작성이 모두 끝나면 수험번호 1번부터 차례로 3명씩 대기실에서 면접실로 이동 → 면접
실로 들어가면 바로 교수님 보고 “안녕하십니까?”하고 크게 인사하고 차례에 맞게 의자 앞에 서 있다가 “앉으
세요”라고 하면 착석 면접은 한 분야당 한 질문씩 1분 내로 대답하고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하고 나가기

질문 및 답변
질문이 인성, 사회성, 전문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학에서 배부한 예상 질문은 3개였지만 그 중하나만 물어 봄.
인성
Q 자신의 특성 중 과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원래 미술이나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손재주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림이나 만들기는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저의 특성이 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성
Q 유투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역기능)과 긍정적인 부분(순기능)을 말해 보세요.
A 유투버는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영상을 만드는데 잘못된 정보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영상으로 시청자에게 전했을 때 안
좋은 소문이나 이슈가 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정보나 일반인이나 어린 연령대가 처음 보는 전문적인 소식을
접하게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Q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전공 분야 관련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 저는 중학교 때쯤 게임을 하다가 유튜브를 접하였고 거기서 유튜버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직업은
1인 미디어, 유튜버 기획자 같은 직업이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유튜버 채널을 운영했던 얘기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남.)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 옷은 교복.츄리닝 안 됨. 깔끔한 슬랙스에 셔츠가 가장 좋음.
절대 긴장하지 말고(의외로 떠는 사람 많음), 폰 낼 때 휴대폰 끄고 내기
대답할 땐 확실하게 대답하기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상담심리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명, 학생 3명
예상질문

질문 및 답변
Q 왜 굳이 이 대학 상담심리학과를 지원했는가
Q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점과 직업상담인으로서 해야하는 일?
Q 교수님들한테 궁금한 점?
Q 하고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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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
Q 자신의 장, 단점은 ?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은 ?
Q 10년 후 자신의 미래?
Q 심리학과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싶은 것?
Q 친구가 힘이 없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기타 유의사항
들어가기 전에 다같이 인사하는 거 맞춰서 들어가기.
한명씩 인사하면 한명만 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무도 인사를 안함.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응급구조학과

면 접 방 법

교수3명 학생 3명

질문 및 답변
1. 인성
Q 응급구조사로서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저는 응급구조사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는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력과 의학적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어떤 상태인지 빠를게 판단하고 치료흘 하는 것이 가장 주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사회성
Q 최근의 사회적 이슈 중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저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서 술에 취해 의료진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은 솜방마이였습니다. 이료인들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으로 의료인들을 위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빠를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에 대
한 서명운동이나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3. 전문성
Q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A 저는 유투브에서 경일대학교 홍보영상 속의 선배님을 보며 꿈을 이루고 후배들을 위하여 경험과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었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경일 대학교 선배님들 처험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멘토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응급구조학과

면 접 방 법

3(교수) : 3(학생)

질문 및 답변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상질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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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작하자마자 인사하고 3명의 학생한테 주제별로 똑같은 질문함.
Q1

고교 시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Q2

최근의 사회적 이슈 중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응급구조학과 지원 동기는 무엇이며,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유의사항
1.
2.
3.
4.

교복x - 단정한 사복 입기 (대충 검은 슬랙스에 셔츠 많이 입고 왔음. 자켓이나 색 안튀는 무지 티셔츠도 괜찮을 듯)
인사는 무조건 크게! 들어갈 때 나갈 때 둘 다
면접실에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책상도 있음! 편하게 손 올리고 바른 자세로 면접했음.
답변 너무 외워놓으면 면접 때 까먹을 확률 90% - 키워드 정해서 질문 연습하면 좋음!!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응급구조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를 하다가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관 3 분이 계신데 물어보는 질문의 순서로 앉아로 앉아계신다. 착
석하면 첫 번째 분이 앉은 순서대로 물어봄.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은 자신이랑 마주보는 사람이 첫 번째 순서
로 물어 보신다

질문 및 답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자신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셨다. 나의 답변은 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은 친구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힘들거나 슬플 때 옆에 있어주고 위로도 해줘서 힘들거나 슬펐던 생각들을 잊게 해주고
삶을 살면서 친구들과 있을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함.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사고들의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다. 나의 답변은 인력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대충 검사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추가고 사람을 더 붙여서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함.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응급구조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경일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의 장점이다. 나의 답변은 저의 지원동기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 및 이송업무를 하여 병원으로가 의사에게 인계를 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람차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일대 응급구조학과의 장점은 4년제이니까 의료 지식을 다른 곳보다 많이 할 수 있고 더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라
고 답변함.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항공서비스학과

면 접 방 법

7인 1조로 구성이 되며 대기실에서 조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대기 후 면접실에 들어가서 교수님 3분 앞에서
앉아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순서는 1→7, 7→1, 1→7로 진행되어 답변합니다. 꼬리 질문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상 문항은 면접이 시작되기 전 약 1~2주 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출제됩니
다. 총 9문제이며 인성(3문제), 사회성(3문제), 전문성(3문제) 영역별 1문항씩 총 3문제가 출제됩니다.
※해당 학교는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반드시 면접복 착용이 필수입니다. 교복 착용은 금지됩니다.

질문 및 답변
Q1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이 문항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 등 본인이 생각하신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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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BTS와 같이 한국 아이돌 그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저는 해외 팝가수 ‘샘 스미스’와 ‘방탄소년단’을 서로 비교하며 앞으로 한국 관광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
였습니다.

Q3

항공서비스학과에서 꼭 배우고 싶은 과목과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A 저는 TV 프로그램이었던 ‘비행기 타고 가요’를 설명하며 이 방송에서 나온 에어서울 승무원분들의 멋진 기내방송에 반하
여 기내방송 수업을 꼭 들어보고 싶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제가 면접을 본 항공과 학교 중 가장 빨리 시작된 9/28(토)에 실시되어 저의 첫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한 것을 눈치채신 후 답변이 버벅거리는 애들에게는 “화
이팅!”이라고 긴장을 풀어주셔서 4년제 항공과 학교 중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 항공서비스학과 특성상 아직은 여학생분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 여학생분들이 많이 합격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학생분들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접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항공과는 아무래도 성적의 비율보다는 면접의 비율이 높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올킬’이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문계열이나 관광계열 쪽도 1~2개 정도는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수시 2차 항공과 준비하
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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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인문)

면 접 방 법

제시문 기반 면접 + 생기부/자소서 기반 면접
제시문을 8분 간 밖에서 읽고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요.
면접실 안엔 책상과 의자가 있고 책상 위에 제시문이 놓여 있어요.
8분 간 면접이 진행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시문 5분, 생기부 3분 느낌이었고 자소서 내용은 물어 보지 않
았습니다 !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질문 및 답변
면접관1 : Q1, 면접관2 : Q2
Q1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Q2

첫 순서라 매우 떨리겠어요.
A 조금 떨립니다...

Q2

긴장 풀고 해요. (정말 세상 인자하신 목소리였어요!!)

-면접관 두 분의 분위기가 엄청 온화하셨어요!! 제가 긴장 풀릴 때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Q2

그럼 간단하게 30초 정도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자기소개 (저는 간단히 저의 소개, 꿈꾸게 된 계기,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Q2

그럼 앞에 보이는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A 답변 (저는 처음에 5~6줄 정도 말했는데 예상 반론에 좀 더 치중해서 말했어요.)

Q2

지원자의 답변은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에 치중된 거 같은 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말해 줄 수 있나요?
A (저는 이 때다 싶어 제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Q2

(흐뭇해하시면서) 오케이~.

Q1

(웃으시면서) 이제 생기부 질문을 할게요.

- 생기부 질문은 진짜 특징적인 내용만 물어보셨어요. Q1

첫 순서라 떨렸을 텐데 너무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요.

Q2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저는 간호학과는 인상과 외모 역시 평가요소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복장도 엄청 단정하게 입고 계속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복장은 검정색 정장에 니트, 흰 신발을 신어서 교복과 비슷하게, 학생다워 보이
려 노력했어요. 진짜 부드러운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기타 유의사항
저는 연습할 때 생기부/자소서 질문은 또박또박 천천히! 제시문 질문은 내 주장을 끝까지 밀어 붙이기!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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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자신의 주장이 옳은 지, 옳지 않은 지를 평가하는 제시문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일관성과 근거가 타당한
지를 평가하는 면접인 것 같아요!! 저는 제시문 면접을 준비할 때 그 해의 시사를 되도록 다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시문에
대해 답변할 때 (제시문 분석)-(나의 주장)-(근거)-(예상되는 반론)-(해결방안) 이렇게 총 5문장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니
면접관님께서 아주 좋은 반응을 해주셨어요!!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가번호 부여) / 면접관 2명 계심. 2:1 면접
밖에서 8분 동안 제시문을 본 후 면접실에 들어가서 10분가량 면접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Q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Q 편익말고 다른 측면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Q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Q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Q 소통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Q 간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Q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Q 자신은 공감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가
Q 간호사는 힘든 일이다. 어떤 태도로 임해야하는가
Q 진로가 3학년이 되어 바뀌엇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면접 시간의 대부분은 제시문에 대한 질문이었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반박할 근거를 생
각해놓아야 한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관 2 : 응시자 1 (두 분 다 여자)
∙ 대기실 → 면접실 밖 복도(8분간 제시문 분석) → 면접실(면접) → 귀가
∙ 생기부, 자소서 기반(거의 자소서 내용 위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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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제시문 : 남북통일이 필요한가?(20, 30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자료 첨부됨.)
A 내 진로와 매우 밀접한 제시문이라 나름 잘 대답한 것 같음
Q (내 진로와 관련하여) 철도교통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A 친환경 미래성장산업이고, 정시성, 국토균형개발과 낙후지역 개발, 남북경협시 핵심 인프라의 장점을 설명함.
Q (이어서 생기부 ‘마케팅’ 거점수업 세특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철도기업을 SWOT 분석해보세요. 갑자기 해보라고 해서 어렵
겠지만 간단하게라도 해보세요.
A (미리 철도기업 SWOT 분석을 준비해서 무난하게 함) 먼저 S 장점은~~
Q 학생회장을 했네요~. 하는 데 많이 힘들었을텐데...
A 하하 아닙니다. (더 대답 못해서 아쉬움)
Q (자소서 관련) 여기 자소서에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책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요?
A (이것도 미리 준비해서 잘 말함) (중략)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서 우리나라의 실리적인 국익
을 보호해야 합니다. (뒤에 더 말할 것이 있었는데 면접관이 끊으며)
(꼬리질문) 그럼 중립적인 외교는 어떤 건가요? 요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친하다고 압박을 많이 하는데...
A (당황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고 얼버무림)
Q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면접 다 끝났어요.
A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Q 아뇨, 괜찮습니다.(아마 시간이 지연되어서 안 시킨 듯)

기타 유의사항
∙ 지원동기, 향후진로계획,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도 안 물어봄
∙ 면접관 한 분은 면접 내내 웃어주시고 긴장 풀어주려고 함. 나머지 한 분은 무표정으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내 자료만 봄
(약간 못마땅한 표정).
∙ 면접 체감시간 엄청 빨리 흘러감.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8분, 면접위원수 2명
면접관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알아서 잘 진행됨. 화장실은 손들고 허락 맡고 가야함.

질문 및 답변
Q1

제시문 기반 질문- (2019 제시문; 통일의 필요성과 단일민족 필요성 통계자료) 통일은 해야 하는가?
A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시문에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자면 통일과 단일민족 한 국가 개념의 차이로 인해 주어
진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단일 민족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한 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일 민족으로서의 통일이 필요하다.

Q2

문화적 차이 같은 극복해야 할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나?
A 동독과 서독 예시 들면서 설명함. 독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는 통일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친다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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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업가에 적합한 본인의 성향?
A 창의성과 모험가적인 성향이다. 기업가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성향은 세계를 선
두하는 기업가에 적합한 자질이라 생각한다.

Q4

학급에서 장래가 가장 기대되는 친구로 선발되었는데 그 이유는?
A (세특은 안 보실 줄 알았는데 1학년 세특 내용을 물어보셔서 진짜 심쿵했다..) 친구들이 과제를 할 때 등 해결하기 어려
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창의적인 답변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장래가 기대되는 친구로 선발된 것 같다.
(이때 무심코 내 이름 말할 뻔 했다. 다행히 ㅅ까지만 말함. 참고로 이름 말하면 부정행위)

Q5

모의 기업을 만든 활동이 있는데 만든 모의 기업에 대해 설명
A 비프리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빈곤한 여성들이 가격 문제로 인해 필수 생활용품이자 주기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
는 생리대를 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해당 기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또한 케모포비아가 확산된 시대상
을 반영하여 빈곤 여성을 지원하는 것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 두 가지를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으로 삼았다. 기업
슬로건을 중심으로 생리대 세 개를 사면 하나가 기부된다는 광고를 기획했고, 생리컵을 주 품목으로 삼아 소셜 미션 해
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Q6

최근 가장 인상깊었던 일?
A (속으로 완전 당황해서 그냥 맥도날드 이야기 책 내용을 말해버렸다. 레이 크룩과 맥날 이야기는 맨날 우려먹는 듯. 거의
뭐 사골 수준;) 맥도날드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맥도날드 설립자인 레이 크룩의 경영 철학... 말
잘하고 있다가 시간 없어서 끊김. 면접관님께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겠다고 하시며 지원자를 잘 알게 된 시간이었다
인가 뭔가 비슷하게 말하고 끝남.

기타 유의사항
본인은 경희대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는 하나도 안 해갔지만..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음. ← 이렇게 살면 안 된
다.) 적어도 제시문 한 두 개 정도는 읽고 가자. 그리고 경희대 제시문은 보통 찬/반을 물어보는 제시문을 주는데 면접관이 본인
주장과 반대되는 말로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주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냥 면접관 질문 패턴이 자신이 하는 주장과
반대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자. 찬/반을 둘 다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국문학과

면 접 방 법

1. 오전 - 8시 30분까지 입실 (9시 면접 시작)
2. 면접번호(가번호) 순서대로 자리 재배치
- 8시 30분 전에는 아무렇게나 앉아 있다가 면접진행요원 분들의 설명에 따라 자리 재배치. 국문과의 경우
총 4조로 나뉘어 면접 진행(면접 고사장 별로 나눈 조. 별 의미 없음). 각 조마다 한 칸 띄운 두 줄로 자
리 배치.
- 면접 대기 중 음료 등 섭취 가능. 맨 앞 테이블에 물과 간식이 비치되어 있음
- 대기 중 수험표를 옷핀이나 테이프로 왼쪽 가슴에 부착 (옷핀과 테이프는 학교에서 제공)
- 자신의 차례가 되면 면접진행요원 분들의 안내에 따라 나가면 됨
3. 의자에 앉아 대기 중 가번호 부착. 가번호는 면접진행요원 분들이 부착해 주심. 의자 옆에 옷과 짐을 보관
할 수 있는 바구니가 세 개 있음.
4. 8분 동안 제시문 읽음. 필기불가.
5. 앞 면접자가 끝나면 면접진행요원 분이 노크하시고 문을 열어주심. 이후 면접진행. 책상 위에 제시문이 올려
져 있음.

질문 및 답변
의자에 앉기 전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 곧이어 의자에 앉으라고 말씀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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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짧게 부탁합니다.
A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교사가 되고 싶은 가번호 XXX입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3년 동안 학생이 교사가 되는 활동
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칠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국어교사는 국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굳이 경희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수많은 문인 분들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구병모
작가님(여기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셨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의 박 준 시인님(이 시 제목
을 좋아해서 말했는데 더듬었다... 급하게 외운 거라고 생각할까봐 철렁했다. 아는 시집이에요! 예?), 황순원 작가님 등
수많은 걸출한 문인 분들을 배출한 학과입니다. 저는 문학을 이용한 수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저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수많은 문인 분들을 배출한 경희대학교에서라면 충분한 문학적 소
양을 쌓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거 전날에 나무위키에서 본 거다. 그 전에는 존재도
몰랐다.) 그 중에서도 ‘시민교육’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시민교육을 과자봉지로 한강 건너기(이 말 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다.)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학생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시민교육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하고자 하는 제 교육관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대학교는 공학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목을 개설한 데 반해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개설한 경희대학교는 대학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던
지며, 대학이 취업의 수단이 아닌 학문을 배우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 그만하라는 듯 손을 드셨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말하긴 했다... 그래도 대학 칭찬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주
지....
Q [제시문] 통일과 관련하여 논쟁이 일고 있는데,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저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최소 인구가 1억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인구는 오천만 명밖에 되지 않아 무역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의존도가 높아 강대국 간의 외교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
면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무역의존도가 낮아질 것이고, 국제적 자립심이 커질 것입니다.
둘째,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저는 이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
각합니다. 이산가족의 슬픔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6.25전쟁,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아픔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다른 말로 두 번 정도 반복한 듯. 이산가족에서 한국전쟁의 아픔으로 넘어간 거에 당황해서 말을
반복하게 됨.)
셋째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중인 국가이고,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를 이유로 남한에 투자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뭔가 더 횡설수설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하지만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곧 국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추가질문은 없었다. 지원동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다... 제시문 추가질문이 자신이 없으면 자기소개를
길게 하자.... 하지만 권장하진 않음.
Q [추천서, 자소서] 선생님이 ‘텍스트 분석을 잘 하는 학생’이라는 평을 남겨주셨네요. ‘위대한 개츠비’와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를 비교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는 배워서 알겠는데, 위대한 개츠비는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 (자소서에 아주,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다. 결국 자소서 다시 읊기 했다.) 저는 학교
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어시간에 ‘술 권하는 사회’를 읽으며 주인공의 한 대사가 위대
한 개츠비 속 개츠비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하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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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기부] 생기부 전반적으로 인권, 스스로 생각하는 수업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업을 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요?
A 저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끼리 이야기하며 이 시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 소설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등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브루타식 수업
이나, 토론/토의와 같이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 : (앞 질문이 이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인 것 같았다. 표정이 그랬다. 걸려들었다! 라는 표정이었다.) 결국 답을
찾는 거 아닌가요?
A 이 말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문학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을 위해서는 답을 찾긴 해야
겠지만, -이 뒤에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음. 죄송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배경지식 및 시사상식 활성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소인구가 1억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집중하시는 것 같았다. 제시문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사상식이나 배경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좋다. 시사는 ‘뉴닉NEWNEEK’이라는 뉴스레터를 추천한다. 주 3회(월, 수, 금) 주요 시
사뉴스를 쉽게 정리해서 이메일로 알려준다. 똑똑한 척 하기 좋다. 정말로. 참고로 경제 및 주식은 ‘어피티’, 정치는 ‘폴리티카’를
추천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뉴스레터가 있으니 관심 있으면 알아서 찾아보자.
2. 논리적, 두괄식
적고 보니 저 많은 말을 10분 만에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10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10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괄식으로 주장을 말하고 자신의 근거에 번호를 매기면 논리적이게 보인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다. 사실 대답은 다 고만고만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깔끔하게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면접 직전 대기하면서 앞 면접자의 근거가 들렸는데, 근거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랑 겹쳤다. 결국 누가 더 근거를 풍성하
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싶다.
3. 고급진 말하기
당황하면 평소 말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어휘력을 기르는 건 당연한 거고 세련되고 고급진 언어를 생활화하도록 하자.
면접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허접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면접 전반적으로는 동어반복이 심했다.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듯. (특 : 국어국문 지원) 어쨌든 어휘력을 기르고, 욕설과 저급한 말을 자제하도록 하자.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면 접 방 법

1차 합격자 뒤에 있는 수험번호 순으로 면접 진행(그 순서대로 가번호를 부여)
큰 대기실에 4학과가 모여 대기하다가 학과별 두 개의 면접실로 나뉘어 들어감
10분 면접 / 면접관 2명

전

질문 및 답변
Q1

처음은 지원동기부터 들어볼까요?
A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영화 보는 것 또한 좋아해 영화 ‘겨울왕국’을 보
며 프로덕션 디자이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직업을 희망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탐방으로 경희대학교에
방문하여, 홍보대사 ‘희랑’언니가 이 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그 이후로 디지털콘텐츠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했고 이 학과에서는 포토샵, 일러스트, 베게너 등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경험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학과의 동아리인 펜, 레벨업 등의 동아리에 대해 알
고 있습니다. 이 점들이 저의 진로에 있어서 첫 발돋움이 되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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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디지털 콘텐츠에 관해 아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나요?
A 앞서 말한 프로덕션 디자이너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된 분이신 현재 미술 감독,
‘강승용’ 프로덕션 디자이너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사도, 안시성, 왕의 남자, 연가시 등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많은
영화에 배경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분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면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융합, 그리고 각 분야의 융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서 저의 가치
관 또한 잘 맞다고 생각하여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Q3

학생부를 보니 진로활동이 많이 적혀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진로활동이 있나요?
A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공계열이어서 과학에 관한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배운
점이 많..

Q4

(말 끊음) 아 이과에요?
A 네 이과입니다.

Q5

동아리도 수학 동아리에 들었네요. 수학 동아리에서 뭐 배운 점이나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A 동아리원과 힘을 합쳐 지오데식 구를 만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에는 교실에서 책상 크기만 한 지오데식
구를 만들었고 다음은 교실을 꽉 채울 만큼 큰 지오데식 구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Q6

학생부에 건축 디자이너에서 시각 디자이너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어릴 적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영재 수업도 듣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모두가 공부를 하는 분
위기에 저도 공부를 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려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배우고자 이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과에서
미술과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건축이라 생각을 했고 건축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후반
부터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본래의 꿈이었던 디자이너를
선택했습니다.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지만 저는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7

건축에 관해서 따로 노력해 본 것은 있나요?
A 교내에서 개최한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현직 건축가님 두 분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합해서 건축제 워크숍을 했던 기억
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배움을 깊이 있게 할 순 없다는 아쉬움에 직접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고, 이 워크숍을 발견해서 직접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 제가 동아리 장을 맡아 동아리를 구성해서 워
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 학교라는 주제를 통해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에 대해 모형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6개월간 건축가님과 꾸준히 연락하고 피드백 받으며 건축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동아리를 통해서 건축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관심 분야에 대해 이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8

학교에서 리더 경험이 있나요?
A 1학년 때 반장을 했던 경험과 앞서 말한 건축 동아리장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Q9

여기 자소서를 보면 파이썬에 관한 내용을 적었는데 굳이 이 내용을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A 디지털 콘텐츠학과에 진학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어필하고자 적었습니다.

Q10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꼭 이 학과에 진학해서 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폭 넓은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3월에 교수님과 학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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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 고사장 앞 책상에 앉아 8분 동안 제시문 보며 자신의 입장 정리함.
8분이 지나고 앞 순서가 끝나면 바로 들어감.

질문 및 답변
Q1

제시문에 대한 입장은?
A 저는 소비자1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근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따르
면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노동자의 인권, 환경, 공정무역 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기본권 중 사회권에는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의무로
규정한 만큼 노동자의 인권, 환경, 공정무역 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2

(제시문 추가 질문) 소비자2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에게는 값비싼 친환경 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
1을 과소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성능, 가격 등만을 따진다면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고갈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2들이 소비자1들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3

진로가 2학년 땐 호텔리어, 3학년 땐 여행상품개발자이다. 관광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지원자가 한국 여행상품을 만들게
된다면?
A 저는 시티트래킹이라는 주제로 여행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서울을 예로 들자면 서울의 특정 관
광지에만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 주변을 걸으면서 또 다른 관광지를 찾으며 즐길 수 있는 여
행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Q4

마지막 할 말은?
A 우선 경희대학교가 평화를 추구하고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희대학교
에 공정여행 상품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제가 꼭 필요한 인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저의 꿈을 꼭 경희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시간(8분)이 생각보다 짧음.
제시문 입장 정리할 때 반대 입장도 생각해야 함. (추가 질문은 반대 측 입장에서 물어봄)

형

네오르네상스

지 원 학 과

러시아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수 2명
1시 30분까지 입실, 10분간 제시문 읽기 후 10분간 면접 진행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전

질문 및 답변
Q 오늘 왔어요? 경희대 처음 온 느낌이 어때요?
Q 제시문 읽고 왔죠? 이야기 해보세요.
<제시문 간단히 요약>
소비자1 : 공정무역, 친환경을 생각하여 가격이 조금 높더라고 윤리적 소비를 하며 주위에도 윤리적 소비를 권장하는 소비자
소비자2 : 다양한 가격을 비교하여 저렴한 제품을 꼼꼼히 골라서 소비하는 합리적 소비자
=> 둘 중에 답변자가 지지하는 소비자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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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추가질문 : 그런데 윤리적 소비품의 가격이 더욱 높은 편인데 이게 경제의 안정적 순환을 오히려 저해하지 않을까요?
Q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어볼건데 같이 대답해주세요. 1,2학년 때 음식 비평가에서 3학년 때 유라시아 관광 전문가로 진로
를 변경한 이유와 3학년 때 작성한 유라시아 관광 산업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Q 러시아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 다녀왔고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Q 러시아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Q 본인이 생각하기에 리더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추가질문 : 그렇다면 가장 존경하는 리더는 누구인가요?
Q 시간이 다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해 온 말 있으면 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시간 10분 안에 제시문, 생기부, 자소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끝내야 해서 그런지 제시문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 나를 보
여주기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았음.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미리 뽑아놓거나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한 마디를 준비해가면 인상깊을 것 같음.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면 접 방 법

소프트웨어융합학과만 간식, 핫팩 나누어줌. 큰 강의실에서 가번호 부여받음.
2명씩 나가서 면접실 앞에 대기 / 10분 동안 제시문 볼 수 있음
블라인드면접 / 제시문, 생기부,자소서 내용, 즉석질문

질문 및 답변
Q 긴장푸시고 멀리서 왔어요?
A 아 넵
Q 어디서 왔어요?
A (블라인드인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음) 아..블라인드면접이라 대답하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Q 아 맞다ㅎㅎ 그럼 그냥 멀리서 온걸로.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지원하게된 이유는?
A 준비한내용
Q 제시문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사회화에 찬성, 반대하는 내용)
A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한 예시들을 들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찬성한다고 답변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처음 교육기관에서부터 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말함.
Q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해주세요
A (당황함) 어.. 악용이 된다면 과거에 해커혼자서 해내지 못했던 범죄도 여러해커들이 필요없이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Q 꿈이 CEO로 독특한데 이를 위해 한 노력?
A 창업동아리 활동 내용 잘 말함
Q 왜 소프트웨어 ‘융합’과에 지원했나?
A 커리큘럼의 데이터사이언스트랙에 관심이 크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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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

Q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 중 제일 긴거?
A 유용하게 쓴 것은 수면주기 계산프로그램으로 공부할 때 수면시간 관리에 사용했다.
Q 사회, 한국사 성적이 수학과학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데 이쪽에는 관심이 없는가?
A (당황 보다는 황당했음 실제로 과학과목보다 사회 한국사 평균등급이 높음)어.. 오히려 이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
련독서와 꾸준히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Q 그건 본인의 주장이니 증명을 해보라.
A (등급이 증명하는데 뭘 더 증명해야할까 당황함) 제가 비록 이과학생이지만 교내 인문사회관련 공부를 하고 인문토론대회
나 인문논술대회들에 적극참여 해나갔습니다.
Q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
A (전혀 생각지 못함,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함) 음.. 현재 대한민국에 4차산업 혁명에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교내 대회나 발표활동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내용들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Q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A 경희대오고 싶다 말함.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언론정보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질문+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기반 질문

질문 및 답변
제시문: 소비자1: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
소비자2: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
자신이 생각할 때 더 올바른 소비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Q 두 소비자중에 누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A 소비자1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지구는 멍들어 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회용빨대 사용하지 않기, 재생용지 사용하기 등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제적 수준만 생각하는 소비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고 생각해서 소비자1을 선택했습니다.
Q 근데 경제적 수준도 분명히 소비에 중요한 요소인데?
A 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주저리주저리 기억이 안나요.)
Q 그러면 본인은 주로 어떤소비를 하나요?
A 저는 주로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Q (웃음) 그러면 소비자2잖아 ㅋㅋㅋ
A (웃음) 항상 그런소비를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재활용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Q 실제 소비와 그 마음의 간극을 좁히려면 어떻게 할꺼죠?
A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자 이제 서류볼께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에서 과제연구를 했던데 그 활동 설명해주세요.
A 준비한거 다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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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간 봉사를 꾸준히 했던데 가장 인상깊은 봉사활동은?
A 준비한거 말함.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응용수학과

면 접 방 법

과에 따라 오전/오후 시간이 다르며 면접대기실에서 2~3명씩 부르면 면접장 앞 책상으로 감. 자기 순서가 되
면 10분 스톱워치를 맞추고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 자기 차례가 되면 제시문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함. 제시문 면접 약 5분 생기부 기반 면접 약 5분간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면접실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A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와서 매우 허기집니다.(이때부터 긴장 다 풀리고, 말 편하게 나옴)
그 외의 분위기 편하게 하기 위한 질문
Q 경희대 보니깐 어떤 느낌드세요?
A 경희대 이번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학교가 매우 이쁩니다. 면접 최선을 다하여 꼭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시문)
Q 최근 ai가 대두됨에 따라 긍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A 네 저는 ai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가지 상황이 있습
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낸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책임은 보행자, 차의 주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 등 많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먼저 갖추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ai즉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아닌 기계가 지능을 가져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
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간이 원래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여 직업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공
지능과 관련된 직종은 많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람들은 아무 이유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
을 잃게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 본연의 가치 소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동물 즉 움직이는 물체입니
다. 하지만 ai가 발전함에 따라 제자리에 앉아 모든일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 기술이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ai를 이용해서 좋은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저는 ai에 대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법적인 체계가 먼저 갖추어진 다음기술
의 발전이 서서히 지속된다면 충분히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
Q 응용수학과에 지원하셨는데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이고 그게 무엇이셨습니까?
A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스포츠에 빠지
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내의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축구에 빠졌습니다. 해외의 스포츠기사를 읽으면서
지식을 늘려가기 시작하였고, 직접 전술, 선수, 이적료 등을 분석하면서 분석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응용수학과에 진학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Q 진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원이라 되어있는데 수학이랑 연관시킬 점이 있나요?
A 연구원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 반응을 기록하는 사람,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사람 그
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화학실험거점수업에서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험과정에서 생긴 오차의 원인을 분석해
주고 조원들에게 그 원인을 파악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상의 그래프와 실험결과를 비
교해 오차를 찾아 연구에 참여하는 그러한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응용수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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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학외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뽑고 싶습니다. 과학이라는 과목은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과목입니다. 즉 실제이론과 실험상 결
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고, 위에서 언급드렸다 싶이 저는 이러한 오차를 파악하여 결과를 조절하는 그러한 점이 좋
아서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뽑았습니다.
Q 그럼 응용수학과에 합격하고 나서 대학에선 어떤 학업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저는 먼저 다른 과학 교과를 복수 전공하여 과학교과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응용수학과에서 통계과목을 중점으로 한 공부
를 통하여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Q 그럼 대학 졸업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A 과학이라는 과목은 원래 변수라는 것이 많이 존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러한 변수를 다루는 회귀
분석이라는 과목을 중점으로 하여 통계학에 학업을 열중할 것입니다.
Q 수학을 과학 과목외에 적용시킨적이 있나요?
A 법과정치시간에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운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율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통계청 홈페이지
에 들어가 이혼율 그래프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주로 명절 전후로 이혼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명절 전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 이러한 결과를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A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가슴속에 넣고
다닙니다. 만약 경희대 응용수학과에 합격하게 된다면 항상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여 제 꿈을 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팁이 있다면 분위기 보면서 자기가 준비한 면접 필살기 단어나 문장 써먹으면 면접관들 분위기 업됨. 그리고 경희대 제시문 면
접은 학원이나 다른 면접과외는 필요 없을 듯.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응용화학과

면 접 방 법

10분간 제시문을 먼저 보고 해당 지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함.
이후 면접고사실에 들어가 8~10분 정도 면접진행.

질문 및 답변
[제시문]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 대충 긴장푸시고 아자아자 ~~
Q 제시문에 대한 답변 먼저 말씀해주세요.
A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인공지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
Q ~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A 현재의 발전만으로도 충분히 편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다. 특히 화학 동아리가 많은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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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적으로 제가 화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직접 체험해보면서 학습하고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
니다. 특히 은거울 반응 실험을 통해 금속의 산화환원이 역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당이 환원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A 개설된 교내 동아리의 한계 상 화학과 생명과학에 치중한 동아리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Q 블로커스 게임이 무엇인가?
A (앞에 얘기하다가 끊김) 아, 네. 게임적 사고력을 통해 기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이게 궁금하셨던 듯)
Q 지체장애인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느꼈나요?
A 함께 어울리며 모두 다르지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어딘가 특이하거나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는 다르게 전혀 다르지 않고, 모두 같은 사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의 강점은 도전정신과 끈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강점을 경희대학교에 입학하여 응용화학과 교수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생각보다 대기실에서 많이 안 잤습니다.(?) 전자기기만 아니면 자료나 책 들고 와서 많이들 보고 있었고, 너무 조용해서 움직
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2. 제시문 볼 때 타이머 사용해서 딱 10분 측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5분 후에 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앞 5분 동안 고민하고
뒤 5분간 정리했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추어서 시간 알려달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면접 분위기는 교수님들마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 딱딱하지 않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모의면접하실 때 딱딱하게
여러 번 했다가 면접 보기 전에 ‘설마 그때 그 모의면접보다 딱딱하겠어?’ 라는 생각하시면 되게 안심됩니다.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자율전공학부

면 접 방 법

1대 2 면접/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제시문>
- 통일에 대한 생각 찬반 질문
- 찬성으로 답변 세 가지 근거 제시하여 말함
- 꼬리 질문 없었음.
Q1

지원동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법조인입니다. 저는 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회장, 부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면서 여러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좋은 평
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여러 활동을 주도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베스트 큰볕
인재상을 받아 전교를 대표하는 인대로 인정받은 만큼 경희대학교에서도 학교를 대표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Q2

자율전공학부를 진학한 후 2학년이 되어서는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가?
A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Q3

법과 정치 동아리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판례를 찾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법 지식 동아리’에서 법률용어 이해를 목표로 헌법 전문과 제 1 장을 읽었다고 했는데 헌법 젤 처음 부분 기억합니까?
- 법률 용어 중 ‘제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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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 부회장으로서 한 일
- 교칙 제·개정 활동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하는 법과 관련 지식들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를 위해 다양한
지식을 경희대학교 인문자율 전공에서 배울 기회를 주십시오. 후에 이 나라의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서 검찰계 및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경희대학교 졸업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시문은 준비한 것에서 나와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 자소서, 생기부 내용도 생각보다 간단함.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2~3명 정도 불려나감.
그리고 제시문을 10분 읽고 (타이머로 시간측정 함.) 앞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면 입장
2대1 면접 제시문 3~5분 서류 5분 정도 하는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경희대 캠퍼스에 온 적이 있나, 점심 뭐 먹었나(입장했을 때 5시였는데) 등의 긴장 풀기용 질문함
제시문은 GMO에 대한 찬반에 관한 것임.
Q1

제시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보자.

Q2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GMO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설명해봐

Q3

그럼 학생의 어머니가 GMO를 선호하지 않아. 국내산을 선호하고 그러면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서류질문 : 기본소양질문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서류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있다.)
Q4

진로가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

Q5

아두이노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Q6

동아리발표대회에서 어떤 것을 했는가

기타 유의사항
경희대는 제시문에서 결정난다고 볼 수 있으니 미리 연습해야 함. 본인은 바로 전날에 준비함.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최소 2가지이상 말할 수 있어야함.
경희대 홈페이지에서 기출볼 수 있으니 보면 매우 정말 좋음.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 제시문(1개) 면접, 서류기반 면접 포함해서 10분 간 면접 실시. 제시문 면접 들어가기 전에 타이머 켜놓고
10분간 생각할 시간 줌. 이때 필기구 사용할 수 없음. 제시문 종이는 고사장 안에 들어가도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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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간 1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하고 30분 전까지는 입실해야함. 면접시간까지 대기실에서 대기 (좌석은 수
험번호 순으로 앉아야 하고 자리 지정되어 있음, 면접순서도 수험번호 순서였음)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
기기는 전원 꺼서 가방에 넣으라고 함.
∙ 대기할 때 처음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자기 앞 사람 면접 보는 시간(10분) 동안 복도로 나와서 제시문
종이 받고 10분 동안 답변 생각함. 타이머 시간 종료되면 고사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앞 사람 면접 끝나고
나오면 고사장으로 들어감.

질문 및 답변
Q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 사진이랑 실물이 다르네요. / 지금 느낌이 어때요?
A
Q 그럼 이제 제시문 시작해볼게요.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도입 및 확산에 동의합니다. (이때 긴장 풀려서 잠시 할 말을 까먹어버림. 그냥 기다려주셨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 두 번째는 -, 세 번째는 -, 따라서 저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도입 및 확산에 찬성
합니다.
Q 네, 알겠어요. 그래서 동의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물론 위험성이나 안전성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 그래서 저는 충분한 연구가 바탕이 된다
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살짝 버벅거림)
Q 네, 이제 넘어가볼게요. 어, 진로가, 어떻게 쭉 이어져 온 건가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같은 꿈이었어요?
A 어, 제 중학교 때 꿈은 사실 기자였습니다. (이유 설명)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와서 연구원이란 진로를 가지게 된 건 (이유 설명하다가 끊김)
Q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신소재공학이란 진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가 2학년때 - (이유 설명)
Q 수상 경력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상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왜 주는지 말씀해주세요.
A 저도 사실 학교에서 상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 (내가
한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 말함. 이것도 말하다가 끊김)
Q 3학년 때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나요?
A 제가 과학 동아리에서 유네스코로 옮겼는데, 그 이유가 유네스코에서 적정기술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활동 내용 말하기 전에 왜 그 활동을 했는지 말했는데 활동 내용 말하기 전에 끊김)
Q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내 학업 계획 말함)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체육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관 2명으로 2:1 면접 실시 / 4개조
∙ 면접실 앞에서 대기 중에는 책이나 종이 볼 수 없음
∙ 수험번호 순대로 가번호 받음

질문 및 답변
Q 평창올림픽과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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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 배구 선수들의 고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전공관련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
Q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인가?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타 유의사항
∙ 생기부에 적힌 활동 중심으로 면접 실시하기 때문에 생기부 관련 내용 숙지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체육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체육교사를 3년 동안 희망하셨는데 처음 희망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Q2

여기 생명과학실험시간에 U-헬스를 보고 본인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
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주세요.

Q3

봉사활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위해 하신 활동이 있을까요?

Q4

봉사활동 중에 본인이 특히 의미를 느낀 활동이 있을까요?

(추가질문) 그렇다면 본인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분명 본인 진로에 득이 되는 활동도 있을거고 실이 되는 활동도 있었을텐데 이
렇게까지 활동을 많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Q5

생활체육을 강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체육수업을 통해 생활체육의 인식개선이나 발전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치의예과

면 접 방 법

답변 준비 시간 13분 → 제시문 면접(면접관 2명, 학생 1명, 10분 내외) → 인성 면접(면접관 2명, 학생 1명,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어릴 때부터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가?
A 어릴 때 치과를 자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때부터 저에
게 치과의사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치아가 하나도 없으셔서 늘 틀니
를 끼시고 생활하셨는데,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가 겪으시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난 이후로 꼭 치과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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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랫동안 치과의사를 꿈꿨다면 치과의사가 되어서 ‘이건 꼭 하고 싶다’ 하는 일?
A 고령화 사회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답변함.
Q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A 자기소개서 1번에 썼던 김에 관한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 기간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달에 2~3번 바다에
직접 나가 김을 관찰하고 표본으로 제작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그 때는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절
대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 (꼬리 질문) 그게 치의학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A 연구 결과가 직접적으로 치의학에 쓰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며 무언가를 연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되어 연구를 진행할 때 도전정신을 갖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동아리, 진로 활동, 공부 등등 많은 활동 중 가장 열심히 한 것?
Q 치의예과에 진학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중 가장 가슴 떨리는 일? 설레는 일?
Q 어릴 때부터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다면 깊게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에서 일하고 싶다거나,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 해봐라.
A 과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유전학과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함.
Q 치과의사로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A 환자에 대한 사랑과 이타심도 너무 중요하지만 치과의사로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꾸준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
다는 내용.
Q 본인이 가진 단점 한 가지
Q 제시문 면접 질문 중 뭐가 더 어려웠나? 왜?
Q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불만이었던 것?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면접 본 학교 중 면접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학교. 편하게 해주시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자소서, 생기부

질문 및 답변
Q1

제시문 질문
A 찬성하는 쪽을 택하면 추가질문으로 반대하는 쪽을 반박할 내용도 물어봄. 처음에 제시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다 생각
해야 됨.

Q2

생기부, 자소서 질문

- 여러 동아리를 했는데 그 중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는?
- 수학 체험 동아리에서 한 활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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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동아리에서 한 실험 내용은?
수학, 과학과 관련된 활동이 많은데 여러 활동을 한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배운 내용, 느낀점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 외에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점은?
산화와 환원의 정의는?

기타 유의사항
제시문은 보통 그 해에 이슈가 됐던 내용이 많이 나옴. 뉴스 같은 거 많이 보기. 생기부, 자소서 질문은 깊게는 안 물어보고
단순하게 뭘 했는지, 느낀 점 등만 물어봄. 대기실에서 나온 후 10분간 제시문 보고 앞 사람 면접이 끝나면 바로 들어감. 제시문
읽고 생각할 시간 부족하지 않음.

전

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 원 학 과

프랑스어학과

면 접 방 법

1.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가번호가 불리면 나가서 면접실 앞 책상에 앉아 대기
2. 자기 차례 전 책상에서 대기하면서 10분간 제시문을 보면서 답변을 머릿속에 정리
3. 약 10분간 면접(제시문 포함 인성, 생기부, 자소서 질문,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Q2

제시문: 윤리적 소비 vs 합리적 소비
A 윤리적 소비

(제시문 추가 질문) 윤리적 소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건가?
(제시문 추가 질문) 윤리적 소비 내에서 합리적 소비하는(제시문 답변) 구체적 예시
Q3

제2의 성? (자소서)
A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서 제2의 성이란 ~

Q4

<왜 세계화가 문제일까?>(생기부 독서)→세계화의 문제점, 해결방안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

Q5

방리유 사태 원인? (생기부, 자소서 언급)
A 저는 방리유 사태가 ~

Q6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하면서 제시문 볼 때 필기하면 부정행위 처리됨. 소지품을 개인이 관리해서 모든 전자기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서 보관해야 해요. 절대 꺼내거나 전원을 켜면 안되고요! 면접 끝나도 건물 나가기 전에 전자기기 전원을 켜면 부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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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으로 7-8분 정도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계명대학교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준비했던 대로 대학교 교육목표와 대학교 특징 등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Q2

요즘 병원에는 환자들을 안내해주는 안내 로봇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돌발 질문에 정말 당황해서 편리성 같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환자들과의 교감과 공감 등의 능력에서는 간호사들이 더 필
요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었는데, 면접관께서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Q3

봉사 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A 봉사 준비한 것 바탕으로 비슷하게 대답하였습니다.

Q4

우리나라 간호사가 외국에 비해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외국에 비해 힘든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만큼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Q5

영어 공부가 어려우셨나봐요? (제가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A 네. 하고 준비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제가 준비했던 대로 하였습니다. (준비했는데 못한 말 중에서 전공 관련 의미 있는 것 연관 지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유의사항
∙ 입실 시간 되자마자 면접 준비하는 거 다 넣으라고 하시고 신분 확인 하였습니다.
(저는 면접 맨 끝 번호여서 정말 할 것이 없었어요...)
∙ 화장실 허락 하에 1명씩 보내줍니다. 특히 여자애들이 순번이 많아서 화장실 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 학생부 꼼꼼히 준비하고, 돌발 질문도 잘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 때문인지 초반에 긴장 풀어주는 질문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였습니다.(조금 경직된 느낌?)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2개의 방이 나뉘어서 진행이 됨. 의용공학과와 대기실을 같이
씀. 12시 30분까지 대강당으로 모이고 학생들이 다 오면 면접대기실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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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작 전까지 가져온 자료를 보다가 첫번째 면접순서 학생이 들어가는 동시에 자료를 볼 수 없음(이유는 공
정성 때문이라고 함)
바로 앞 사람이 면접보 는 동안 면접 실 옆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감. 이때는 자료를 볼 수 없고 가방이랑 소지
품을 맡겨두고 가번호를 알려줌.
면접관 2명, 약 8분 면접(면접이 7분 째가 되었을 때 문을 두드려줌.)
블라인드(학교이름, 주거지역, 본인이름 등 발설금지)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를 말씀해보세요.
A 준비했던 지원동기 말함.
Q 현대 사회에서 간호사의 인식은 어떤 것 같나요?
A 간호사가 하는 일과 간호사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비해 멸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 관련 책에서
보았던 간호사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부르는 사람들의 호칭에 차이를 언급하며 이유를 말함. 그리
고 뒤에 그래서 사람들이 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들 케어에 큰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말함)
Q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당황하고 순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생각을 했는데도 떠오르지 않아 막 뱉음) 진로관련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알린다는 맥락으로 말함.
Q 거점형 수업에서 보건관련 수업을 배웠다고 되어있어요. 자소서에는 붕대법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활동 말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붕대법 외에도 상처처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숙지, 멸균법,~~~~~~~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Q 간호사로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간호사로서의 덕목은 침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Q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좌우명과 계명대 인재상 언급하며 준비해간 것 말함)
(사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질문이 너무 빨리 나와서 당황함. 이 질문은 7분째 똑똑 두드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나왔던 거여서 당황함. 그러고 일어서려는 문 두드리며 나가라고 해서 앞에 계속 멀뚱멀뚱 앉아있었음. 근데 생각할수록
면접을 이렇게 끝내면 안된 것 같고 어필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뭐라도 해야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슨 말이
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함.
나: 저기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A (솔직히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막 뱉은 거라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학교에서 했던 노력, 나의 간절함,
의지, 열정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음.)

기타 유의사항
면접은 정말 자신감이 90%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간에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망했다고 생각
하니까 그때부터 멘탈이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중간에 질문을 못했거나 버벅거렸다고 해도 절대로 망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평
정심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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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1) 평가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2) 면접방식: 면접위원 2인이 10분 이내 개별 블라인드 면접(단, 의예과는 20분 내외)
3)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전공적합성 - 지원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정도
∙ 발전가능성 - 자신의 비전설계와 실천의지
∙ 인성 - 공동체 의식의 확립정도
∙ 의사소통능력 - 자신의 의견과 주장에 대한 합리적 소통능력(발표,태도 등)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자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인적 간호사’가 되고 싶은 면접 번
호 00입니다.

Q2

간호사라는 꿈을 언제부터 가졌어요?
A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수의사가 꿈이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아 병원을 찾게 되는 일이 많아, 병원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난 후 보건 간호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어렸
을 적 병원에 대한 기억이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에 아픈
아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자,
아동전문간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생기부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서 솔직하게 진로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Q3

수의사라는 꿈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포기하게 되었어요?
A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적 차이라고 한다면, 의사는 의료적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환자 혹은 환우를 CURE하는 역할을 한
다면 간호사는 환자들 가까이에서 활력 징후를 살피는 CARE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소 제 성격에 대입해보
았을 때,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가 동물에
서 사람으로 확장되어, 간호사라는 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Q4

관심분야가 동물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A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 약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했어요.) 동물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치료가 중심이 된다면, 사
람은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간호처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의 전인적 간호가 필요한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Q5

조별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의견 충돌이라든지?
A 조별 활동을 하며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가며 원만하게 해결해서 의견 충돌의 문제는 없었지만 2학년 영
어 시간에 거꾸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석이 잦은 친구도 있고, 체육 특기생이 있어서 조별 활동을 이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조장으로서 이 친구들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해 자료조
사를 부탁하는 등의 역할을 분배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6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예요?
A (보통 동아리나 학생회처럼 학습 외적인 부분을 말할 텐데, 여기서 차별점을 두어서 저는 교과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
다. 계명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굉장히 수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또 계명대학교에서도 교과과정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들이 좋게 봐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
지를 살펴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교과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학교 간호학과에 비교해보았을 때, ‘의사소통의 실
제’, ‘다문화 사회의 건강관리’, ‘여성 건강 간호학’처럼 다양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Q7

간호사에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A (많은 자질들이 있을 텐데, 계명대가 기독교 학교라 ‘사랑’이 중요시되어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사에게 필
요한 자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
력’ 등 다양한 자질들이 필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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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우리 학교가 기독교 관련 학교에요. 종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관련 행사도 많고 어쩌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일도
생길 텐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A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에 대해서 찾아봤었습니다.(이때 교수님이 웃어주셨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종교에만 국한되
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했어요ㅜ그치만 당황하면 안 돼요!)

- 아니 그게 아니라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A 만약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살아가며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난 후, 간호사라는 꿈을 잊은 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이유도
간호학과에 오기 위해서였고, 보건 간호 거점형 수업, 간호 자율 동아리, 헌혈 골든벨, 간호 관련 독서까지 언제나 간호
학과만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다져온 노력들을 기반으로 계명대학교에 진학하여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
사로 거듭날 것을 자신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했어요. 보통 8분 정도라고 합니다.)

Q 넵!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블라인드 면접이 엄청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오전 조랑 오후 조도 철저하게 분리되고 만날 수 없게 시간이 짜여 있어요!
2. 휴대폰은 봉투에 넣어서 제출합니다.
3. 기출들을 살펴보았을 때, 서류 기반 질문을 예상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을 만나서 그런가 서류를 보고 질문을 안 하시고, 그때
그때 질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외워서 답변드리면 안 됩니다. 면접 준비로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준비하시
고 제발 모든 답변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외우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면접 중간에 준비한 대로 안 나와서 당황하게 돼요! 그
리고 예상 못 한 질문도 있을 텐데, 이런 질문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들과 대화하듯이! 떨지 말고
찬찬히 침착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5. 계명대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걸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 중간에 답변을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최초합 했습니다. 절대 중간에
잘못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면접 보시면 됩니다. 용기를 가져요! 교수님들이 정말 엄마 미소로
웃으며 들어주십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준비해 간 자료는 못 보고 대기함
면접실 3개가 수험번호별로 자리만 나누어서 대기
면접실에 면접위원 2명, 약 8분간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저는 ~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입니다.” 첫 문장을 말했는데 자료 보신다고 면접위원이 고개를 떨구셔서 한 문장
으로 자기소개하는 것을 기대하셨나 싶긴 했지만 준비한 것을 다 말함.
(1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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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의미있게 봉사활동 한 것을 말해보세요.
A 요양병원에서 봉사한 것, 깨달은 것을 말함

Q3

학교생활 중 조별활동을 많이 했을텐데 조원과 조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A 조원은 의견을 많이 내기, 조장은 의견을 잘 듣고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Q4

간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A (간호사 개인이 노력하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임을 알아듣지 못해 재질문받음 / 병원근무 임상간호
사 뿐만 아니라 교수 등 간호사 면허로 취업한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나고 당황해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함.

기타 유의사항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인데 학생부 관련 질문이 없었음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전공(5년제)

면 접 방 법

∙
∙
∙
∙
∙

8시 30분 입실(면접전 대기실로 이동) 면접 후 대기실로 이동(입실시 체크하고 들어감)
12시 50분 일괄 퇴실(오전조) (오후조는 면접 끝나면 집으로 가면 됨)
면접관 : 나( 2 : 1 면접)
대화하는 분위기로 교과 관련 질문 없음
한 명당 7~8분 정도 면접함

질문 및 답변
Q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랑 차이는 알고 지원했나요?
Q 계명대학교는 어떤학교인가요?
Q 건축학과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Q 3년 동안 진로가 건축가이고 건축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는데 건축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건축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활
동을 했나요? (좋아하는 건축가와 건축물에 대해 발표, 미래에 살고 싶은 집 제작 등 했다고 함)
Q 발표한 건축가와 건축물에 대해 말해보세요?
Q 자신의 포부, 계명대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에 대해 말해보세요?
Q 대학 생활 중에 뭐하고 싶나? 공부 빼고, 술마시고 싶다. 엠티 등등(자격증 따고 싶다고 함)
Q (자격증 따고 싶나니깐) 놀고 싶지는 않내고 물어봄?
Q 계명대학교 홈페이지는 들어가 봤냐? 다른 대학과 뭐가 다른가?
Q 계명대학교만의 장점은?
Q 계명대학교에 들어와야하는 이유?

기타 유의사항
∙ 자시 소개 안시킴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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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후 대기실에서 화장실 갈 때 수험표 내고 가야함
∙ 면접 후 대기실에서 영화 틀어줌.(빵이랑 우유도 줌)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게임모바일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인원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면접수험생에게 각각 가번호를 부여하여 호명한 가번호의 학생이 면접실 앞의
의자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앞 수험생이 면접을 종료하면 정중히 문을 열고 들어가 2명의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방식.

질문 및 답변
Q1

우리 계명대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A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대학 전공나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각 전공을 가진 계명대학생 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전공에 대해 소개를 하고 체험을 하는 활동을 할 때 계명대학교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1-1. 그 전에는 계명대학교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까?
A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학교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진로 진학 상담을 하면서 계명대학교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1-2. 체험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체험활동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코딩의 형식을 보드게임을 통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는 활동이었습니다.
Q2

컴퓨터 게임 제작 수업을 듣고 집에서도 컴퓨터 게임을 만들며 배운 것을 응용했다고 생기부에 적혀있어요. 컴퓨터 게임
구상은 어디에서 했나요?
A 학교에서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집 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갑니다.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좌우에 차가오는지 살펴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게임을 구상해요.

2-1.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시간대는 주로 밤이겠네요? 얼마정도 하나요?
A 집가서 피곤하면 안 하는 날도 있지만 게임을 만드는 날에는 10시 30분에서 제일 오래해도 11시30분 쯤 까지 밖에 안
합니다.
2-2. 이유라도 있나요?
A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고 집 가서 씻고 그러는 시간 때문에 컴퓨터를 키는 시간은 10시30분이에요. 그리고 거실에 컴퓨
터가 있어서 너무 늦게까지 키보드 따닥따닥거리면서 시끄럽게 굴면 부모님이 잠을 못 주무셔요.
Q3

유니티를 활용한 게임 제작반 수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유니티를 잘 다루시는 대학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유니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수업을 듣고
학교 컴퓨터를 통해서 실습을 하는 구조의 수업이었습니다.

3-1. 어느 대학교 교수였나요?
A 타 대학 교수님인데 언급을 해도 되나요??
3-2.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 해주세요.
A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님입니다.
Q4

마지막으로 우리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A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 넥슨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본 웅장한 건물과 여러 가지 게임 작업물들
을 보고 감동했고, 저도 넥슨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제가 본 게임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들을 만드는 일을 하
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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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모의면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있게 생각한 대로 답변하세요. 좋은 면접관분을 만나지 못해도 실망하
지 말고 엉뚱한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하세요. 저도 3-2질문 때 어느 대학교 교수님인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진짜인 것처럼 차분히 대답했더니 교수님들이 믿으셨습니다. 끝나면 빵이랑 우유줍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경제금융학과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Q1

우리학교에 지원한 동기 말씀해주세요.
A (첫 면접이라 그런지 너무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나왔음)
저는 2학년 때 독서와 문법 수행평가로 나의 직업 은행원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중간생략)그 전에만 하
더라도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경제금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계
기가 되었습니다.

Q2

학업에 대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
A 저는 중학교 수학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힝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금융학과에 진학
하기 위해선 수학적 이론들을 알아야했습니다. ICT활용 경제제반의 이해 수리적 감각 등 그래서 다시 중학교수학을 풀며
기초를 다진 후 고등학교 수학을 풀게 되니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Q3

자소서에 병역특례에 대해 토론을 했던 적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사실 이 부분 꼼꼼하게 준비를 안 해서 많이 당황 함.)
BTS가 1년에 2번이나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르면서 국위선양을 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병역특례를 안주냐고 하니 (교수님
들이 웃으셨음) 그러면 더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음

Q4

감영 깊게 읽었던 책
A (처음에 책 저자가 기억이 안나 당황했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무함마드유누스 교수의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
다. 책을 읽고 3대 경제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의 역할을 이어주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고 금융권취직이야 말로 가장 가
치 있는 일을 하는 동시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경찰행정학과

면 접 방 법

∙ 교수님 2, 학생 1 면접
∙ 대기실도 강의실 면접 고사장도 (옆)강의실
∙ 면접 분위기는 들어갔을 때부터 약간 딱딱했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Q (자리에 앉은지 1초 지났는데) 법적 사고력 경시대회가 뭐에요?
A 일상생활 속에 사례를 제시문으로 주고 거기에 맞는 법적 개념이나 법적 용어를 적는 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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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 굉장히 어려운 대회인 것 같은데? (놀라신 것 같음)
A 그렇게 어려운 대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을 읽고 ‘이것은 이혼에 해당한다, 이것은 가정 법원에 해당한다.’ 이
런 식으로 개념을 적용하는 대회였습니다.
Q 오, 법적 개념이나 용어를 따로 공부 했어요?
A 따로 공부를 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봤던 유사한 사례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적용되었지?’를 떠올리다보니 많은 답
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법적 용어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되는
계기였고 좀 더 관심을 가지자고 다짐하는 계기였습니다.
Q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범죄 심리학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A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의 행동, 목적, 의도를 탐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과 교정을 탐구하는 학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있어요?
A 범죄 심리학이 심리학 분야여서 심리학적 원리만을 가지고 탐구하는 학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범죄 심리학을 탐구하는 원리에 생물학적 원리, 사회학적 원리, 심리학적 원리가 있어서 생각보다 다양한 시각으
로 탐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독서를 보면 굉장히 수준 있다는게 느껴지는데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요?
A (생략)
Q 작가가 말하는 국가는 뭐였나요?
A (생략)
Q 혹시 본인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행정학과에 오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게 노력했던 것 있어요?
A 네, 있습니다, (생략)
Q 진로 희망 사항에 보면 쭉 경찰인데 여청과 가정폭력계를 희망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 말 해볼까요?
A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옥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보고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목격했었던 아동학대가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리고 차별하고 비교하는 아동학대를 봤는데 그때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떠오르면서 그 아이들의 심정이 공감이 갔고 그러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가정폭력계 경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어린이집 때 일이 기억나요??(또 놀라신 듯)
A 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Q 멘토 멘티 활동을 했네요? 멘토 멘티 활동을 뭐했어요?
A 2학년 때 수학과 국어를 하였고 3학년 때 영어를 했었습니다,
Q 그게 도움이 됐어요?
A 네, 저는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라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Q 멘토 멘티에서 뭐 했어요?
A (생략)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저는 외부봉사, 부반장,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었고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봉사정신
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명대학교의 인재상인 윤리적 봉사정신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중
학교 때 사격부에 들어가서 사격선수를 해서 사격도 할 줄 압니다, 유도도 현재 1단을 가지고 있고 태권도와 복싱도 배
웠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배울 때 튼튼한 기반이 될 것 입니다.(이때 교수님 처음 웃음)
생기부, 자소서 확인 면접이지만 자소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음
교수님 표정이 어두운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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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
∙
∙

대기실 분위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 다들 자기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함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봉투에 넣어서 면접진행위원께 제출
휴대폰 및 전자 기기 사용 금지
면접이 끝나고 바로 귀가가 아니라 대기실에서 대기 하다가 일괄 퇴실 함, 그때까지 폰 안 나눠 줌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경찰행정학과

면 접 방 법

2:1 면접 / 8분 면접
블라인드 면접 (이름 얘기x 예비 수험번호로 소개해야 함.)

질문 및 답변
Q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정신력이 강한 것입니다. 저는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빨리 떨쳐내고 ~
Q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저는 평소 직업을 가진다고 하면 나라를 위한 일이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 왔었고, 항상 시
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분들을 존경하여 경찰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 가지 않고도 시험
을 통해 경찰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고 계명대학교의 ‘FACE’라는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왜 FACE‘라는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A ’FACE‘라는 인재상은 개척적이고 봉사 정신이 있으며 창의적인 인재를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수상 경력을 보시면
개척상 봉사상 창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명대학교의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 수상 경력에 ’강남인재상(개척인)‘을 수상하였는데 어 학생에게 주는 상인가요?
A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도전적이며 리더십이 있는 학생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왜 본인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A 저는 3년간 학급 반장을 해 왔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해서 3년간 친구들과의 큰 갈등이 없
었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원활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리더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Q ’또래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또는 배운점은 무엇입니까?
A ’또래멘토링‘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왜 고민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항상 친구들의 입장에 서서 친구의 상황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
해주면 진정으로 ’역지사지‘ 실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Q 거점 활동 ’심리학‘ 수업에서 ’기억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 ’기억심리학‘이 무엇인가요?
A ’기억심리학‘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
고 발표를 했던 부분은 ’행동심리학‘입니다. ’행동심리학‘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행동심리학은 특정 이론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연구 주제로 한 모든 것 들을 ’행동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심리학자는 ‘스키너’입
니다. 스키너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파블로프’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이 가장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건 반사를 주
장한 심리학자로 어떠한 자극과 반응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면 후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이
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스키너’는 자극과 반응을 반복하여 강화하면 자극을 주었을 때 반사적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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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학습을 하게 된다는 이론을 내세우며 ‘스키너의 심리 상자’라는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난 스키너의 이론과 실험에 흥미를 느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필해 주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공중보건학전공

면 접 방 법

면접 전 대기실에 입실한 후 본인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걷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1명씩 복도에서 대기하고
면접실에 들어가 2:1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 후 대기실에 입실한 후 1차로 면접을 다 본 사람끼리 일괄 퇴실합니다.

질문 및 답변
Q1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Q2

본인이 다른 학생들에 비교해 봉사시간이 많은데 이로 인해 공부하는 데 있어 방해되지 않았나요?

Q3

좋아하는 과목이 있나요?

Q4

감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Q5

본인이 알고 있는 감염은 무엇이 있습니까?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보다는 진로에 대해 확실히 준비하고 생활기록부 기반이 많아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관광경영학과

면 접 방 법

개인 면접, 면접관 2인 / 면접시간 8분
자소서, 생기부 위주 면접 / 블라인드 테스트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는?

Q2

진로희망사항에 여행기획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유는?
A 직업인과의 멘토 시간에 여행플래너와 대화를 하며 꿈을 가지게 됨

꼬리질문) 여행 플래너가 만든 어떤 여행상품 때문에 끌리게 되었나요\
A 크로아티아 관련 여행
Q3

자기소개서에 프랑스 관련 내용이 있는데 프랑스의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면접자가 전혀 예상 못한 질문)

Q4

고등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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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교과목으로 배우고 싶은 과목은?

Q6

전공 관련한 독서 상황이 조금 부실한 듯 한데 사유가 있나요?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야함.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관광경영학과

면 접 방 법

학생1 : 교수2 / 블라인드 면접 / 8분 면접
대기실 – 대기(2분) - 이동(1분) - 면접(8분) - 끝나고 대기
* 오전반은 끝나도 오후반이 올 때까지 대기 해야 함.

질문 및 답변
Q1

학과 지원동기
A 저는 우연히 여행후기를 올리거나 여행 정보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는 인터넷 여행카페를 접하게 되면서 여행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 전문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트래비’라는 여행 잡지를 정기구독 하여 매달 받아 읽으며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심층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대해 아는 것
A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는 현장 실습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호텔에서 직접 사람들을 대해보고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대처하여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현장 실습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
면서 생각을 나누고싶습니다.

Q3

책
A 저는 ‘호텔브랜드이야기’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을 읽고 호텔리어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이 그저 화려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것이 다가 아닌 호텔리어의 섬세한 배려, 센
스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호텔이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Q4

관광B동아리는 무슨 동아리? 구체적으로 (생기부)
A 저와 꿈이 비슷하거나 여행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 계획을 짜 관광관련된 직업에 대해 알
아보거나, 여행관련 책을 읽거나, 자신이 다녀 온 여행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소개 해주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이 동아
리를 통해 제주도 여행 경험을 친구들에게 소개 해주었고 제주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Q5

제주도의 장점은? (생기부)
A 제주도는 두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둘째로 한라산이 있어 세계희귀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보트나 잠수함도 탈 수 있습니다.

Q6

제주도의 문제점? (생기부)
A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버투어리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존재 조차 몰랐던 ‘오름’은 관광객들에 의
해 훼손, 쓰레기 배출량 다른 지역보다 2배이상,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식당주인 폭행&살해 이거 외에도

Q7

(기본지식) 오버투어리즘

Q8

계명대학교 와서 하고 싶은 것, 학업 계획알고

Q9

(생기부) 그린마케팅을 적용한 호텔의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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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관광분야에서 어디 쪽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은지
Q11 마지막 한 마디
Q12 꿈이 바뀐 이유 (생기부)

기타 유의사항
기본적 인거 반 정도 생기부에서 많이 물어봄. 자소서는 거의 묻지 않고 보지도 않은 것 같음.
면접 보기 전에 교수들 얼굴 익히고 무슨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 가면 좋을 듯.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광고홍보학과

면 접 방 법

두 명의 면접관과 함께 면접을 봅니다.
약 7~8분 정도 면접을 봅니다. 그러다가 1분 남았을 때 밖에서 똑똑 두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Q1

아침은 먹고 왔나요?
A 아니요 안 먹고 왔어요.

Q2

왜 안 먹고 왔어요. 원래 안 먹어요?
A 원래는 먹는데 오늘은 배탈 날까봐 안 먹고 왔어요.

Q3

영상제작자랑 광고기획자 꿈이 두갠데 왜 굳이 광고홍보학과에 지원했나요?
A 저는 그 진로 둘다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고민을 털어놓을 때 너는 공감을 참 잘해준다. 라고 칭
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공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광고기획자의 자질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광
고 기획자라는 직업에 조금 더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4

꿈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A 저는 원래 사람을 대하는 일을 좋아했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좋아 승무원으로 꿈을 정했다. 고등학교 방송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던 저는 영상 활동 임원이 되었고 영상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제가 만든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각종 독서활동이나
영상 제작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나가니 제 꿈이 이쪽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 진로를 바
꾸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지만 나는 벌써 설레고 기대되며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든다.

Q5

자소서에 공부법이 있는데 공부법 좀 설명해줄래요?
A 아무 말 대잔치로 이야기해서 기억은 잘 안나요. 저는 약간 모든 걸 내용을 글로 적어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의문점을 가지는 내용에 답글을 다는 형식으로 공부를 한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과목에서 이해하
고 연결되는 부분을 서로 답글을 달아보니까 융합적인 사고가 조금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 기억이 안 나요..

Q6

계명대학교를 잘 아나요?
A 광고기획자라는 꿈을 가지면서 이제석 광고기획자가 이 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 롤모델인 만큼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던 학교입니다.

Q7

가장 인상깊은 영상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저는 낭송 낭독 유씨씨 대회에서 제작했던 영상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영상미에 대해 고민해보고 UCC를 직접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써 보고 기획이나 촬영등을 경험해보고싶어서 이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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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에는 그 당시 흥행했던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김인육의 사랑의 물리학을 드라마 한 장면
으로 패러디하였고 3학년 때에는 직접 배운 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어 고전시가 광덕의 원앙생가를 한 여
인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결과로 전 학년이 시청하였고 많은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미디어로 시를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목표를 달성하니 꿈에 대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느꼈습니다.
Q8

포스터 부문 상장이 되게 많네요? 포토샵으로 제작 했나요?
A 아니요. 포스터를 그림으로 직접 그렸습니다.

Q9

포토샵은 다룰 줄 아나요?
A 아 아직은 다룰 줄 모르지만, 같은 프로그램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독학으로 배워보았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제 공익광고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기획자가 되는것이 제 꿈입니다. 조금은
방대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계명대학교에서 제 꿈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도전을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많이 맛 보았습니다.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저는 그 성공을 계명대학교에서 맛 보고 싶습니다.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웃는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긴장을 풀어주려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대기실에서 진짜 오래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긴장
다 풀립니다.
자소서 기반도 있으니까 꼭 보고 가세요.남자 학생들 많이 없으니까 남자 학생분들 확실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2:1로 개별 면접 (블라인드 면접) /8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계명대학교에 어떻게 오셨어요?
A 가족끼리 차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그런지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Q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넵
Q 먼저 저희 국어교육과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저는 ~~해서 국어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영어 성적이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향상했고, 3학년 때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네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나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 해서 영어 성적이 향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3학년 때는 독서가 1권으로 조금 적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A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 해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하여 기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Q 교내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창체활동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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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창체활동은 독서프레젠테이션 대회입니다. ~~해서 다음번에도 도전해보자 라는 도전정신을 새
기게 되었습니다.
Q 이후에 더 무언가를 한 것이 있나요?
A 네. 올해 주최된 고전 말하기 경연 대회에 나가서 ~~ 했습니다.
Q 독서프레젠테이션 대회와 비교했을 때 무언가 더 발전한 것이 있었나요?
A 네. 우선 이전에는 발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었지만 ~~ 해서 더 발전한 거 같습니다.
Q 국어에는 문법, 문학, 비문학 등이 있는데 학생 분은 어떤 게 좋아요?
A 저는 문학이 가장 좋습니다. (이후 아무말대잔치)
Q 문학 중에서도 어떤 장르를 좋아해요?
A 저는 고전소설이 재미있었어요. 해석에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ㅎㅎ 여러 작품들을 읽다보니 이야기 구성이 다 비
슷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권선징악으로 ~~ 그래서 고전소설이 재미있었습니다.
노크소리 (7분이 지나감)
Q 혹시 지원자 분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잠시 생각 후)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왔고 ~~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인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넓은 곳까지 빛으로 비추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Q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할 것.
마지막 질문(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때에는 나의 모든 자신감을 보여줄 것.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국제통상학과

면 접 방 법

밖에서 단체로 대기실 들어감. 대기실에서 다른 대기실로 이동
이동 후 폰 반납과 유의사항을 들음
면접실로 이동 / 5-8분 정도 1명씩 들어가 면접관 2명과 면접

질문 및 답변
Q1

계명대학교에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A 제가 계명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입시 설명회를 들은 후 였습니다. 국제통상학과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명대학교에는 영어 기숙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계명대에 무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과인 국제통상학과에 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진로가 보면 명확한데 국제통상학과에 들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A 국제통상학과에 들어와 관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외국어 공부를 더 할 것 같습니다.

Q3

관세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돈이 중요해서 되고 싶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해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A 저는 무역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과정의 보람찬 느낌을 받고 싶어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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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그럼 관세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까?
A 네. 저는 무역관련 직업이면 상관없습니다.

Q5

과학달력 상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A 말 그대로 과학 달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과학과 어울리는 내용을 그려서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Q6

그럼 11월에는 무엇을 그렸죠?
A 저는 11월이 제일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Q7

그러면 1월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A 1월은 눈의 입자를 로봇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세세하게 그렸습니다.

Q8

시간이 다 되었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첫 번째 순서라 긴장이 되어 첫 질문에 다시 기회를 얻어 말을 하게 되었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그 후로부터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계명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전공

면 접 방 법

3층 대기실에서 대기(폰은 처음에 수거, 가져온 자료는 볼 수 있음.)
앞 사람 면접하는 동안 복도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 후 차례가 오면 가번호 받고 면접실에 입장
면접관 2명, 8분 면접 (1분 남았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림)

질문 및 답변
<면접관 왼>
처음에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해주셨음.
Q 진로가 항공정비사에서 항공우주공학자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을 대체할 많은 기계들~~ 업무적은 부분을 보았을 때~~~ 항공우주공학자가 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Q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A 저는 항공우주공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의 커리큘럼을 보았을 때~~~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기계공학과는 무엇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나요?
A 기계공학과는 ~~~과 같은 커리큘럼을 배우며 기계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 학교생활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을 말해주세요.
A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톡톡 창의 아이디어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와 같은 계기로 시작하여 ~~라는 발명품을 만들
었습니다. ~~~~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A ~~~~입니다.
Q 그렇다면 벡터와 스칼라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각의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들어주세요.
A 벡터와 스칼라는 ~~~~~ 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Q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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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점에서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이러한 부분은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계는 할 수 없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라고 생각합니다.
Q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인상 깊었던 책으로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의 내용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깨달음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계명대학교의 기계공학전공에서~부분에 있어 심화된 지식을 얻어~~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전공

면 접 방 법

신분증, 수험표 지참 / 대기실에서 본인확인 /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가 뭔가요?

Q2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Q3

감명깊게 읽은 책이 있나요?

Q4

재밌었던 과목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Q5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점이 뭔가요?

Q6

물리 1단원 제목이 뭔가요?

Q7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러시아어문학전공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가린 채 가번호 순에 따라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은 학생 1명, 면접관 2명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시간은 8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러시아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지리하는 아이들’이라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
었습니다.
Q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영어 말하기 대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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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제와 관련된 사진 3장을 선택하여 발표하는 대회였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카탈로냐 독립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Q 러시아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러시아 정치형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러시아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소련 시절에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민주화 정책으로 인해 직선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러시아 최초 민선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의 새 헌법안이 받아지면서 대통령에게 이전과는 달리 상당한 권력
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Q 러시아어 공부를 할 때 러시아어 사전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사전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A 러시아어 사전만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영어 사전, 국어사전을 이용함으로
써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졸업 후,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A 졸업 후, 저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에는 공부할 도서 또는 학습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문헌정보학과

면 접 방 법

1.
2.
3.
4.
5.

일괄적으로 대기실 입실 후 대기,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약 30분 소요)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실 앞 복도 이동(모든 소지품 가지고 이동, 대기실 재입실 불가)
2 : 1 (면접관 : 면접자) - 블라인드면접, 생기부 기반 질문이 대다수 (8분 내외)
본인의 면접이 끝나면 면접 후 대기실로 이동(모든 소지품 가지고 이동)
해당 시간의 모든 면접자의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후 일괄 퇴실(오전 면접, 오후 면접의 경우 면접이
끝나는 대로 개별 퇴실)

질문 및 답변
Q 멀리서 왔나요? (면접자 답변) 누구랑 왔나요? (면접자 답변) 부모님이 고생하셨네~ 이제 면접 시작할게요.
Q 문헌정보학과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
Q 동아리 활동 중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Q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친구가 바로 부탁을 들어주던가요?
Q 학교에서 목표를 이루고 성취한 경험을 말해주세요.
Q 빅데이터사서가 되고 싶은 이유를 말해주세요.
Q 수학성적이 낮은 이유를 본인이 알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공부방법의 문제점을 알고 있나요?
Q 봉사활동 시간이 총 200시간이나 있는데 봉사에 치중하느라 학업에 소홀하지는 않았나요?
Q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Q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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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대기실과 면접 후 대기실 모두 난방이 잘 되어있으나 너무 과해서 더웠음. 답답해서 숨막힐 정도 (대기실에서 면접 준비 가능)
2. 면접 후 대기실에서 영화 상영, 간식 배부함 (영화 재미없음, 간식 – 우유, 던킨도너츠) - 물은 면접 전 대기실에서 배부
3. 면접 후 대기실에서는 보통 옆에 앉은 분과 수다, 공부 (책 읽기 등), 영화 관람, 취침 등을 함(약 4시간 대기, 화장실 이용
제한, 모든 면접자의 면접 종료시까지 대기 후 휴대폰 등 개인 물품 수령하고 일괄 퇴실)
4. ☆중요☆ 수험표 미지참한 경우 면접 응시하는 건물 1층 로비에서 수험표 프린트 가능
5. 같은 건물 다른 방향 입구 쪽에 학부모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음 (간단한 간식거리 제공)
6. 생각보다 면접관과의 거리가 가까움 (면접자와 면접관 사이에 책상 2개 정도)
7. 면접은 대체로 모든 면접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질문보다는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출제됨
8. 주변 지하철역과 거리도 가까우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자가용 이용 시 교통 혼잡(아주 많이)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문헌정보학과

면 접 방 법

30분 이내의 면접으로 지원자 1인과 면접관 2인 간의 질의응답으로 면접이 진행됨.

질문 및 답변
Q1

누구와 왔는지, 오는 길이 많이 힘들었는지
A 부모님과 함께 왔고, 고속 전철을 타고와서 나름대로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Q2

학과 지원 동기
A 저는 고교 생활을 도서부로 활동하면서 사서의 일에 관심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좋아서 도서부에 입부하기는
했지만, 책을 정리하거나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활동은 저에게 있어 큰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끊음)

Q3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알고있는지
A 서가정리 이외에도 도서관을 경영하거나 도서관 행사를 주최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봉사 기록을 보면 교외 봉사활동은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A 아무래도 소심한 성격 때문에 교외 봉사활동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Q5

그런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A 저는 문학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익숙
해 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여갈 수 있었고요.

Q6

3학년 때에 역사인물탐구반 활동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는지
A 세종대왕에 대해 탐구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며 복기하게된 세종대왕의
헌신이 제 기억에 남고 또 그 헌신 정신을 닮고 싶다고 생각되어 기억에 남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A 고교 시절 도서부 활동을 통해 저는 이용자와 깊이 소통하는 사서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제 진로 희망을 이루
기 위해서 귀교에서 배우면서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언급해서는 안 됨. 통신 및 전자기기 소지 시 면접 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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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실기(예체능)전형

지 원 학 과

사진미디어과

면 접 방 법

1. 본인이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10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는 포트폴리오심사로 면접
이 이루어지고, 면접 질문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과 과정, 사진이론, 사진가, 포토샵 방법, 주관
적인 질문 등이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론, 포토샵에 대한 답변은 내가 100%로 만든 포트폴리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답해야 한다.)
2. 면접은 교수님마다 돌아가면서 1:1로 진행

질문 및 답변
<정○○ 교수님>
Q1

본인 사진에 대한 설명해보시오.

Q2

사진에 제목을 붙이자면?

Q3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과 이유는?

Q4

자신의 최고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Q5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Q6

졸업 후 자신의 모습은?

Q7

우리 학교에 궁금한 점은?

<이○○ 교수님>
Q1

노출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는?

Q2

이미지 서클과 화각의 관계

Q3

DPI, PPI

Q4

출력 할 때 몇 DPI로 했는지

Q5

300dpi는 가로세로 안에 몇 개의 점으로 찍을 수 있는지

Q6

렌즈 후드의 사용 목적

Q7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의 관계

Q8

디지털 사진의 정의

<이○○ 교수님>
Q1

본인카메라 유효화 소수

Q2

로우패스 필터

Q3

모아레 현상

Q4

DPI, PPI

Q5

비트심도

Q6

결정적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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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HDR

Q8

니카메라 촬상소자에 대해 설명(CMOS)

<한○○ 교수님>
Q1

다이언 아버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Q2

다이언 아버스가 그런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설명하세요.

Q3

로버트 프랭크에 대해 설명 해보세요.

Q4

픽토리얼리즘

Q5

픽토리얼리즘이 생겨난 이유

<정○ 교수님>
Q1

로버트 프랭크랑 윌리엄크라인의 사진의 차이점

Q2

좋아하는 사진가가 누구인지?

Q3

매그넘 창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하세요.

Q4

칼로 타입, 다게레오 타입

Q5

은판사진술이 최초 나온 시기(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진이 공식 인정받은 날짜 말하라고 함)

※ 계명대학교 실기대회(사진부문) 입상 실적 있음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2:1면접

질문 및 답변
Q 몇 시부터 와있었어요?
A (당시 오후 면접이었음) 1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Q 아이구 오래 기다렸겠네.
A 아닙니다. 별로 안 기다렸습니다.
Q1

1, 2, 3학년 희망 진로가 다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A 힘들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이겨냄을 통해 ‘말’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를 해주며 힘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심리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에게 지원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
다.’를 읽고 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Q2

봉사활동 계기와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한 사례가 있나요?
A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에 비해 과정에서는 균등하지 못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이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남들과의 공부
속도를 맞추기보다 천천히 다가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 시작 30분 전에 센터에 도착하여 아이와 앞마당에 나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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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나누고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곤 했습니다. 이후에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였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제
가 생각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 더욱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고 있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네, 그 아이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군요.
Q3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A 저는 평소 아동과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계명대에 입학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
은_기록을 읽고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고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한 해 1,500여 명에 이릅니다. 국가는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청년은 경찰에 고발해서 찾아내
지만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방치합니다. 아동보호 관련 사회 서비스를 지원받는 곳이 많지 않기에 아동복
지에 힘쓰며 방임으로 인하여 별이 되는 아이들이 없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Q4

계명대에서 학생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한국의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었습니다.
어느 난민캠프에서는 피난민들 중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고 출생신고를 할 돈이 없어 아
기가 죽으면 ‘이름도 없는 작은이들의 묘’에 묻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복지뿐만이 아닌 세계
기아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를 놓치면 세계적인 사회복지사를 놓치는 것입니다.

Q5

(자소서 관련 질문)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The word itself says “I’m possible”. ’
저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항상 도전하고자했습니다. 저에게 계명대에 지원하는 것 또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
게 면접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사회복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계명대에 들어와서 지역이나 우리나
라뿐만이 아닌 세계의 빈곤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질문에 대해 잘 못 알아듣고 헤맸는데 대학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고 정말 편하게 해주셔서 많이 걱정
하지 마시고 준비하신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위원 2인이 8분동안 개별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Q2

사회복지과를 희망하며 어떤 노력을 했는가?

Q3

지역도서관 봉사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생기부)

Q4

‘나의 인생 가치관 월드컵’이란 활동에서 무엇을 했는가?(생기부)

Q5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는가?(생기부)

Q6

봉사에 의무론과 목적론을 접목시켰는데 어떤 내용인가?(자소서)

울산광역시교육청

- 240 -

∙ 계명대 ∙

Q7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Q8

독거노인 재가복지시설을 늘릴 때 사회복지사는 어떤 것을 해야하나?

(7번 꼬리질문)
Q9

마지막 하고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언급해서는 안 됨. 통신 및 전자기기 소지 시 면접 전 제출할 것.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산업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위원 2인이 8분 동안 개별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Q2

봉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해 보세요.

Q3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소비자정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위원 2인이 10분 이내 개별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면접 중 1분 남았을 때 노크로 알려줍니다.

질문 및 답변
Q 이 학교에 처음 오신 건가요?
A 저번주에 면접 보러 오기 위해 한 번 연습 삼아 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Q 학교보고 나서 어땠나요?
A 학교가 평지라서 너무 좋았습니다!(평지라서 좋다니 신박하네요 라고 웃어주셨습니다.)
Q1

진로희망과 지원 학과가 다른 이유는?
A 저는 교내 창체 동아리인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의 대면 상담 활동을 통해 심리 상담사를 꿈꿔왔습니다. 심리 상담에 대
한 것을 찾아보던 중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를 알게 되었으며 심리가 아닌 소비자 분야에도 상담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소비자정보학
과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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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교내 창체 동아리인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상담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 면접관 중 한 분께서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네요 라고 하시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Q3

소비자와 관련된 책을 읽은 것이 있나요?
A 소비자와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상담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소비자정보학과에 입학하여 소비자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Q4

그렇다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A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웃으시면서 가끔은 제정신ㅋㅋㅋㅋㅋ이라고 하시면서 가끔은 제정신은 무슨 내용인가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은 인간이 애초에 착각할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강조하였으며 일상 속에서의 착각의
예시로 학습된 무기력과 거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심리 상담에 관심이 생길 때 쯤에 처
음 접하게 된 책이기도 하고 심리에 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정리가 되어있어서입니다.

Q5

봉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A 봉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급식 배부와 교통 정리를 한 것입
니다. 평소 교내에서도 배식 도우미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쉽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교내에서 한 것과는 비교
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급식 배부를 하게 되면서 매주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
겼습니다. 급식 배부와 동시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도와드리는 교통정리 또한 해보고 싶었던
봉사 활동 중 하나였기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거창한 봉사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6

봉사 활동 중에 교과 도우미 활동도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준비 안했던 질문이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교과 도우미 활동은 수학과목에서 한 교과 도우미입니다. 친구들과 모둠을 형성하여 수학에 대해
가르쳐 주는 활동이었는데 모둠장이 되다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흥미를 느끼지 못했
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풀어나감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이 활동을 하면서 중간고사보다 기말 고사에 더욱 성적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Q7

소비자들과의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A 저는 소비자들과 상담사들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비자정보학과에
들어와서 소비자 상담과 소비자 심리와 행동 등 여러 전공을 들으며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비자 전
문 상담사가 될 것입니다.

Q8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저는 우선 학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인 소비자 심리와 행동, 소비자 상담을 듣고 전공 인정 과목
인 소비자 심리학을 통해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의 교육목표 3번에 신뢰받는 소비 상담 전문가 양성에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계명대학교의 동아리 중 화연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효과적인 화술을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훗날 저의 꿈인 상담사에도 도움이 되는 화연동아리에 가입할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니까 긴장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면 교수님들도 웃으면서 얘기
잘 들어주십니다. 생기부 중에서 세부특기사항은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성적이 많이 향상된 친구에게는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
는데 계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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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인당 8분 정도 소요
면접위원 : 2명
면접절차 : 면접 전 대기실에서 대기 후, 수험 번호순에 따라 면접실 앞으로 대기 장소 이동. 이후 면접실 입
실하여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 본과 지원 동기
A 스페인어와 중남미학을 배우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
Q 생활기록부 진로희망(사회복지사)과 관련 없는 학과임에도 지원한 이유
A 스페인어를 배워, 중남미학 지역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돕고 싶다. (면접 당시) 현 중남미 지역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더욱이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 추가 질문 :
Q 중남미 지역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가
A 칠레에서 정부 차원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이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제재하려던 경찰들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사람들이 다쳤다.
Q 스페인어나 중남미학 관련된 학교 활동
A 관련된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펜팔 사이트를 가입하였다. 인도네시
아, 인도, 체코 등의 나라 사람들과 연락을 했지만, 칠레에 사는 한 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언니로부터 스페인어와
중남미 문화를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Q 본교 입학 시 하고 싶은 것
A 중남미 문화를 잘 알기 위해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
Q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방법
A 공부 방법 말함(더 있는데 기억 안남)

기타 유의사항
처음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들께서 오느라 수고 많았다, 아침은 먹었냐 등 긴장을 풀어줄 만한 말씀 해주시니 편하게 면접
볼 수 있음. 면접이 끝나면 면접 후 대기실에 모여 있다가 일괄 퇴실함.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면접 전후에 따라 다른 곳을 이용
함. 잘못 찾았을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으니 면접관 혹은 도우미의 지시를 잘 따를 것.

전

형

학생부일반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스포츠마케팅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학과친구들이 대기하다가 차례가 되면 대기실에 나와서 면접실 앞으로 가서 대기한다. 면접은 교수
2명과 학생1명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제 꿈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운동선수라는
꿈은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포츠선수는 아니라도 스포츠관련 직업을 갖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직접하면서 사람들과 서로알아가고 친해지는 것을 좋아했기에 자연스럽게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포츠 관련직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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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했습니다. 그렇게 입시기간 대학교를 알아보다가 제가 평소 관심있어하는 스포츠 산업론과 스포츠 경영론, 스포츠 에이
전트 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계명대학교 스포츠 마케팅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휼륭하신 교수님들에게 스포
츠 분야 수업을 배우면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명대 스포츠 마케팅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부상으로 운동선수를 그만두었다고 말했는데 어디를 다쳤고 지금은 괜찮은지 물어봄.

Q3

진로가 바뀐 이유?
A 제 꿈은 항상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때는 요리사가 돼서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리를 함으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보단 남들보다 자신있고 평생 즐
기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Q4

생기부에 봉사상이 2개나 있는데 어떻게 받은건지?
A 아마 1, 2 학년때 학급 부반장을 하면서 학교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Q5

영어성적이 많이 향상됬는데 영어로 자기소개나 간단하게 영어로 말할수 있는지?
A 대답을 잘 못함..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계명대학교에 들어와 학업에 충실히 임하여 졸업한 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주최하는 에이전트 아카데미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그 후 졸업시험에 합격해서 공익에이전트 자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
가서 실제 스포츠 세계와 업무 등을 알아가면서 배우고 나중에는 다른 회사와는 다른 저만의 체계적인 스포츠 매니지먼
트 회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영어 자기소개 준비할 것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스포츠마케팅학과

면 접 방 법

2대1 면접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
A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경기관람을 즐겨했다. 경기를 보다가 선수들의 옷에 새겨져있는 브랜드의 이름을 보고
의아했었다. 찾아보니 그 브랜드와 선수 구단 간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중심에 스포츠 마케터가 마케팅을
통해 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다.

Q2

무슨 브랜드가 옷에 새겨져있었나요? 자세하게 (꼬투리 질문)
A 저는 sk브랜드가 새겨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sk가 통신사나 석유화학 등 이런 사업으로만 유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스포츠에 산업에도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Q3

영어 수상 경력이 있는데 그에 비해 성적이 낮아요. 영어 대회 했을 때, 내용을 영어로 말해주세요.

Q4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Q5

우리나라 앞으로의 스포츠 전망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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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질문 나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준비하세요. 저는 영어 질문이 나와서 여기가 스포츠 마케팅학과 인지 영
어영문학과 인지 헷갈렸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 자만하지마시고 진짜 붙고 싶으면 잘 준비하세요. 생기부 기반의
질문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생기부 잘 참고해서 면접 준비 잘 하십시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스포츠마케팅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전에 모든 전자기기 내고 대기실에 다 모여서 면접공부하고 대기함
면접시간 8분인데 1분 전에 문 두드려주심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스포츠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Q3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Q4

생기부에 적힌 일상적인 질문

Q5

영어로 자기소개

Q6

영어로 좋아하는 축구팀과 축구선수 이유 포함

Q7

마지막 하고 싶은 말

1분 남았다고 노크할 때 면접이 끝남.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언론영상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인원 1명 / 블라인드라 가번호 / 2 : 1 면접

질문 및 답변
Q 본인이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말해봐요.
Q 대회? 수상 내용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Q 12덕목? 그게 뭐에요?
Q 학생 생기부에 보면 영화 청소년 등급제한에 대해서 국민 청원글을 올렸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지?
Q 그럼 영화사에서 현재 등급제한연령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나?
Q 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강화 해 달라는 거야, 개안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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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격형 질문이 한 번씩 나옵니다. 유의하시길.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언론영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제출하라고 봉투 나눠주면 받아서 제출함. 앉아서 기다
리다가 이름 부르면 신분증 들고 나가서 본인 확인하고 면접실 바로 앞에서 대기함. 한 명씩 면접실 안으로 들
어가면 교수님 두 분이 면접 진행하심. 오전반일 경우에는 면접이 끝나도 오후반 친구들 입실 완료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함

질문 및 답변
Q 처음에는 긴장풀기용 질문하심(학교 와보니까 어때요?)
Q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Q 왜 수상 참여 기록이 많이 없나요?
Q 방송에서 자막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방송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가장 큰 악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는 예능보다 교양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텐데 왜 예능피디가 꿈인가요?
Q 시사토론반에서 한일무역분쟁에 대해 다루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나요?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질문하시고 내가 답변할 때 다른 데 보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말 하는 게 중요함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언론영상학과

면 접 방 법

∙ 교수님2분 : 학생1명
∙ 대기실에서 대기 후 수험번호대로 가번호 받고 이동

질문 및 답변
Q 저희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명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지식을 넓혀나가 꿈을 향해 다가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식으로 대답
Q 진로에 보면 1학년 때 책을 읽고 한 인물에게 감동을 받아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고 어떤 감동을 받
았나요?
A 제가 읽은 책에서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많은 제약에 어려움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가기

울산광역시교육청

- 246 -

∙ 계명대 ∙

위해 노력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있었는데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나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Q PD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PD가 되고 싶은가요?
A 저는 일상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며 위로를 해주는 작품을 제작하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Q 제작하고 싶다는 공감과 위로의 내용을 담은 작품을 본 적이 있나요?
A 네, 그런 작품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Q 어떤 작품이었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A 제일 최근에 공감을 한 작품으로는 ‘에이틴’이라는 웹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입시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어 공감이 되었습니다.
Q 생활기록부를 보면 방송부 활동을 하거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며 실기는 익힌 것 같은데 이론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A 여러 활동에서 이론보다는 실기를 중요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익히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틈틈이
관련 도서를 읽거나 자료검색을 통해 이론을 쌓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실기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익숙할 뿐이지 완벽히
익혔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계명대학교에 입학해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실기와 이론을 더욱 익히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어떠어떠한 정신을 가진 계명대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며 꿈을 향해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교육청 모의면접이나 대학에서 주최하는 모의면접 같은 거 은근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모의면접 때 받은 질문 없어서 당황했어요.
∙ 대기실에 가기 직전까지 긴장 안했는데 대기실 가면 생각보다 분위기 무겁고 같은 수험생분들이 엄청 긴장하신게 느껴져서 오
히려 대기실 도착해서 엄청 긴장했어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인문학과 전체가 대기실에서 기다림.
시간이 되면 각 과에 따라 다른 대기실로 감(면접순서는 지원한 순서였던 것 같음)
2명씩 불려나가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 약 8분 동안 진행(2:1)
자소서 내용 X-진짜 하나도 안 나옴, 대부분 거의 생기부 기반 ‘생기부 달달 외워가자!’

질문 및 답변
Q 육군 장교를 희망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 한 일은? (내 장래희망이 육군통역장교였음)
(1학년 : 직업군인, 2학년 육군 장교, 3학년 육군통역장교)
Q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
Q 영어 회화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굳이 대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이유는?
Q 영어 관련 동아리
Q 영어 에세이 상을 받았는데, 자신이 쓴 내용은?
Q ‘The Giver’라는 책을 읽게 된 계기
Q 컴퓨터 도우미를 하며 자신이 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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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를 ‘달달’ 외워가자!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유럽학과

면 접 방 법

2:1 면접, 오전 오후로 나눠져있고 면접 다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
오전 끝 번호라서 대기시간 3시간 동안 면접 질문 준비해간 것 읽으면서 긴장 풀었음

질문 및 답변
처음에 긴장 풀어주시려고 계명대학교에 와본 적 있는지, 캠퍼스는 어떤지, 올 때 뭐 타고 왔는지 물어보심. 한 분은 학과에
대해서, 다른 한 분은 생기부에 대해서 질문해주심
Q1

호텔리어를 꿈꾸면서 왜 유럽학에 지원했는지?

Q2

유럽학과에서 뭘 배우고 싶은지?

Q3

동아리 부장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Q4

외부 봉사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타 유의사항
첫 면접이라 엄청 떨렸는데 인솔해주시는 분이 긴장 풀어줄라고 말 걸어주셨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고 8분 정도 면
접을 보는데 7분? 쯤에 시간 다 되어 간다는 신호로 노크해주심. 교수님들이 되게 인자하셨고 편안하게 면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셨음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엄청 큰 강의실에서 5개정도 학과가 모여서 대기했습니다. 면접위원들도 4명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유의사항
이 많아서 가져온 자료를 읽을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노크 두 번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는
데 교수님은 3분이셨고 거리는 멀었습니다. 교수님들 3분다 착해 보이셨고 한분은 입학사정관인 것 같았고 2
분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긴장 풀어주려고 많이 떨리죠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학
교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유아교육과에 오기 위한 한 노력은?
A 유아교육과에 오기위해 유아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권리를 찾다’라는 주제로 교과심화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알게 되어 협약의 내용인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
켜지고 있는지를 핵심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Q2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봉사활동은?
A 저는 특수학교에 가 장애아동들의 활동을 보조해주었던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다가가니 아이들도 금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는 한 아이의 사례를 들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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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교수님 두분다 관심있게 들어주셨습니다. 또 이 봉사가 교사로서의 꿈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계기
가 되어서 가장 인상깊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전에 면접본 대학교에서 같은 질문을 받아서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Q3

수상내역에 ‘필사노트 작성대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A (수상내역 질문은 이것만 최우수상이었는데 그래서 질문한 것 같아요!)
2학기 학기말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다들 헤이 해져있을 때 뭔가 성취감을 얻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대회에 참여
했습니다. 여러 책속의 인상 깊었던 구절을 뽑아 글과 그림으로 꾸미며 작성하여 최우수상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때 제게 끈기와 성실함이 남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식으로 제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질문 두 개정도 더 받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나요,,

기타 유의사항
정말 딱딱하고 체계적이라서 이전에 면접봤던 곳보다 더 떨렸어요. 조금 떨리실 수 도 있겠지만 자신감있게 준비했던 후련하게
다하고 나오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전기에너지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10분 내외, 블라인드 면접
주의할 점: 사복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게 나을 거야(대기실에 교복입은 사람 없었어. 나는 검정색 슬랙스, 흰 와
이셔츠, 검정색 블레이저 이렇게 입고 갔어(청바지에 후드티 입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별
로......).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 같은 학과 같은 전형인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질문 특이한 걸 많이
물어봤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전형적인 물어볼만 한 거? 물어보더라. 예를 들어 지원동기,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에 적힌 내용(동아리, 1 2 3학년 진로가 바뀌었다면 왜 바꿨는지, 수학 과학 성적이 올랐다면 어떻게 올렸는
지, 떨어졌다면 약간 떨어진 이유?)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이건 그냥 너 학생부 토대로 준비하면 돼. 이거 준비안하면 면접을 포기한다는 거겠지......?

Q2

수학, 과학 성적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 아닌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A 나는 수학, 과학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라 높거나 성적이 오른 애들은 성적을 올리는 데 한 노력에 대하여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성적이 높지도 않고 조금 떨어져서 다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을 했고 대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학업계획에 대하여 대답을 한 것 같아.

Q3

동아리 활동 중 질문
A 이건 개개인 학생부가 다 달라서 그냥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토대로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

Q4

계명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를 선택한 이유
A 나는 계명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기에너지공학과 커리큘럼을 다 찾아보고 그 교육과정들 중에 내가 흥미 있는 과
목들을 찾았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대학교들에도 전기공학과라는 과목이 있지만 제가 계명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
과를 택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과정들에 흥미를 느꼈고 이에 관하여 더 배우고 싶어서 계명대학교를 선택했다고 했어.

Q5

봉사관련 질문
A 나는 봉사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깔끔하게 고등학교에서는 운동을 한다거나 다른 활동을 하느라 봉사에
관심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렸고 계명대학교에 진학한다면 계명대학교 봉사동아리가 있거든?(아마도 상록수였나......? 계
명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찾아보면 나올 거야)거기에 가입해서 고등학교에서 소홀히 여겼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
고 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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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이거는 약간 자기소개 형식으로 답했어. 계명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뭘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과 동
아리를 결성하여 무슨 활동을 하고 싶다. 이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모델에 관해 얘기했어

기타 유의사항
내가 최초 합이 아니라 후보3이라 이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 읽고 넘긴다는 식으로 해. 나는 1차 합격 32명
중 제일 마지막에 면접 봤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거 같아. 처음이랑 마지막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말을 하잖아. 그리고
면접관분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겁을 준다거나 분위기를 무겁게 한다거나 엄격하시지 않아. 오히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주
시고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셨어. 그렇게 해주실 때 딱딱하게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지 말고 아침부터 멀리서 와서 좀 힘
드네요. 또는 면접 보시느라 면접관님들은 안힘드셨나요 이런 거 하면 긴장도 풀어지고 일단 첫인상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친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면접관분들은 적이 아니야). 그리고 니네들은 최초합 하나는 써라. 후보 기다리는 게 사람 미치게 하
더라. 그리고 전기 기계 가는 애들은 제2의 남고 간다는 생각 하면 될 거 같아. 어쨌든 니들은 나처럼 후보기다리는거 안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전문대라도 지원해봐(나는 지원 안 해서 더 미칠 뻔 했으니까).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정치외교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 – 교수님 – 면접 후 대기실 (일괄 퇴실)

질문 및 답변
Q1

아침밥은 먹었는가?

Q2

사회문화공부 열심히 했다는데 예시 하나만 들어주세요.

Q3

그럼 우리나라에 비만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Q4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Q5

그럼 경찰이니까 체력은? 운동은 좀 했나?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 면접분위기 좋음, 자소서 공부하기, 오전반은 일괄 퇴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

지 원 학 과

정보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2(교수1 조교예상1):1 10-15분 가량 5분만에 끝난 사람도 있음

질문 및 답변
Q1

지원하게 된 계기

Q2

출석일수 질문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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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성적향상 방법과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봄. 과목 포함

Q4

이 학부를 알게 된 계기

Q5

이 학부와 꿈의 관련도 설명, 학부에 대해 알아보았는지 질문

Q6

이 학과를 나와서 꿈에 어떻게 적용시킬건지?

Q7

원하는 공기업 질문

Q8

이 학과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있나 없으면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인가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조경학과

면 접 방 법

1.
2.
3.
4.
5.

대기실에 들어가서 원하는 자리에 앉음.(면접연습을 한다고 종이를 챙겨가지만 잘 안 봄.)
신분확인을 하고 입학사정관의 설명을 들으며 기다림.
자신의 가 번호가 불리면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 면접장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함.
면접은 2:1로 시간은 8분 동안 주어짐.
다 끝나고 오전반은 오후반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됨.
(빵과 우유 먹으면서 기다리세요.)
6. 대기 시간이 길어서 영화를 보여주긴 한데 1편을 다 보면 계명대학교에서 했던 봉사활동을 보여줌.
(겁나 지루합니다.)
7. 대기시간이 다 되면 자신의 물건 찾아서 가면 됨.

질문 및 답변
Q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 어땠나요? 춥지 않았어요?
A 네. 후드집업을 입고 오고, 대기실에서 히터를 틀어줘서 괜찮았습니다.
Q 오는 길에 힘들었죠? 어땠나요?
A 네. 아침에 일찍 오느라 힘들었지만 차는 막히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Q 어떻게 오셨죠?
A 어머니 차를 타고 왔습니다.
Q 그럼 어머니께서 밖에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A 아닙니다. 학부모 대기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Q 어머니가 딸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A (다 같이 웃음)
<본 질문 시작>
Q IT에서 조경으로 진로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A 저희학교는 ICT과학중점학교 여서 일반교육과정에 정보와 프로그래밍을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입학하고 과학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니 IT에 호기심과 흥미가 생겨 진로를 정했다가 IT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직업이기에 적성과 맞
지 않아 조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식물에 관심이 있어 친구들보다 식물을 관찰하고 궁금증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로를 위해 3학년에 적성검사를 해보았고, 그 결과로 조경사가 나왔습니다. 조경이 어떤 직업
인지 찾아보다가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공원, 정원까지 설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디자인을 좋아하는 저에게 적합
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바꾸게 되었습니다.(되도록이면 저처럼 대답을 길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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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무슨 디자인을 하시죠?
A 저는 디자인으로 취미생활을 하나 하는데, 물건을 제 나름대로 다시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휴지 심에 명언과
그 주위에 꽃무늬로 디자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반 칠판 위에 장식을 하고, 친구들에게 연필꽂이도 만들어 주곤 합니다.
Q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미술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A 네! 제가 좋아하는 과목도 미술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리기, 만들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 작품을 항상 선생님께
서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칭찬하곤 합니다. 또한 전시할 때도 제 작품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더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Q 오~ 약간의 자랑까지 하시네요.
A 아닙니다. (다 같이 웃음)
Q 조경은 식물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연관이 있어서 바닥을 디자인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A 네! 자신 있습니다! (다 같이 웃음)
똑(7분을 알리는 노크)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계명대 조경학과 입학하게 된다면 디자인 수업 배워 창의력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적극적 도전하여 많은
경험을 쌓아 폭풍성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계명대 조경학과에서 배운 것으로 미래에 나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조경
설계하여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전문적인 조경사가 되어 계명대 조경학과 얼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2.
3.
4.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함. 화기애애하지 않으면 자신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면 됨.(거의 대부분 분위기 좋습니다.)
길이 너무 복잡해서 숙지하는 것이 좋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면 우황청심환을 다 말고 반병만 마셔도 좋음.(다 마시면 너무 긴장이 풀려 졸릴 수 있어요!!)
전자기기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면접 준비 한 것을 프린트를 해서 가는 것이 좋음.(전자기기를 들고 갔을 경우 수거하여 집 갈
때 돌려줍니다.)
5. 꼭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임할 것!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중국어문학전공

면 접 방 법

∙ 인문대학 학과들 다 같은 교실에 입실
∙ 학과별로 자리이동하고, 다 모이면 다같이 대기실로 이동
∙ 이름이 호명되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하고, 노크 3번과 동시에 들어가서 2:1면접

질문 및 답변
Q 3분 스피치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의 소비성향에 대해 소개했는데 어떤 것을 주로 말했나?
A 중국의 소비성향 중 과소비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함.
Q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떤 봉사를 했나?
A 노인실버 복지관에서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카드게임 놀이와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함.
Q 고전번역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가장 인상 깊은 한시는?
A 이백과 두보의 작품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 두보의 춘망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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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장 인상 깊은 책이 논어인데 기억나는 구절은?
A “사람은 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구절을 통해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도 공
동체의 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Q 중국과 관련된 도서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인상 깊은 책이 있나요?
A 논어가 가장 인상 깊은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논어”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수험표와 신분증 꼭 지참하기(생년월일 나와 있는 것)
∙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리고 면접조 꼭 확인하기
∙ 블라인드 면접 시 단정한 복장 추천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중국학전공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전공학과 교수님 2분)과 면접자 1명
면접시간 : 면접안내에서는 10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갔을 때는 8분 면접 봄. 블라인드 면접이라 가번호 00
번이라고 소개함. 그 때부터 8분 타이머 잼.
면접과정 : 면접전대기실에서 출석체크한 뒤 폰 수거하며, 자신의 수험증과 신분증 확인 후 자신의 가번호가 불
리면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앞 면접자가 나오면 안내에 따라 면접실로 이동함.

질문 및 답변
* 저는 면접 오전 조 중 뒤에서 두 번째라서 면접관님이 자기소개에 대하여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학과 면접자에게 물어보
니 가 번호 10번 정도까지는 자기소개 시켰다고 합니다.
Q1

여러 학생의 생기부를 보니 사회영역 수료시간이 문과랑 이과랑 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학생은 이과학생인 것 같은데 왜
문과계열의 학과를 선택했나요?
A 제가 이과인데 왜 인문계열의 중국학전공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물어보셔서 제가 얼마만큼 이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언급
하며 다른 학과가 아닌 이 학과에 넣었는지 이 학교의 학과에 대한 나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
니다.

Q2

진로희망사항에 보면 2,3학년 때 간호사라고 적혀있는데, 간호학과를 안 넣고 왜 중국학전공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학
과를 넣었나요?
A 일단 저는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이 학과에 넣은 이유, 앞으로의 진로계획에 대하
여 설명하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앞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는 같은 의
미의 말을 조금씩 달리하며 대답했습니다.

(+ 면접 후 같은 과 면접자분들에게 위의 두 질문에 대해 여쭤보니, 다른 면접자분들에게도 전공 선택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2번
씩 물어보신 것 같아요! 2질문을 통해 일관적으로 나의 생각을 면접관님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Q3

수상경력을 보니 여러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1등보다 2, 3등상이 많
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1등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들(교수님들)이 교육을 받을 때 2, 3등상은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상을
많이 주기 위해서 늘리는 상이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이런 점에서 학생이 1등상이 아닌 2, 3등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 자
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 사실 이런 점에 대해 물어 볼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 봐서 마음속으로 약간 당황했지만, 그냥 돌발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Q4

동아리 활동을 보니 자율동아리로 ‘경화수월’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동아리명의 의미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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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적으로 동아리명의 의미를 소개할 때 경화수월의 의미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자 했는
지 소개하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가 독서동아리였는데 동아리 활동 중 자신이 열심히 활동한 부분에 대하여
예시와 함께 소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Q5

자신이 이 동아리 (경화수월, 자율동아리)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A 저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하여 소개했던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생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책과 함께 소개했
어요.

(+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소개할 때 독서동아리라도 그냥 책 읽는 동아리가 아닌 특색 있는 동아리임을 꼭 강조하면 좋을 것 같
습니다. 동아리 질문 생각보다 많이 하니까 꼭 준비해가세요.)
Q6

독서활동상황에 보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여러 책을 읽었는데, 게다가 2학년 때 독서 동아리도 했는데 제가 보기
에는 중국에 관심 있다고 설명한 것에 비해 책은 중국 관련된 책은 안 읽은 것 같은데, 생기부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자
신이 개인적으로 읽은 중국 관련서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제 생기부에 중국관련 서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외국적(?)이지 않아서 못 찾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
음을 언급하며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1문장으로 짧게 소개하고 나에게 의미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소개하니 교수님께서
공감해주시면서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 비록 저에게는 묻지 않으셨지만, 다른 면접자분들에게는 봉사시간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봉사시간이 좀 적은 학
생에게 자신이 생각한 봉사란 어떤 것인지, 왜 이러한 봉사활동을 했는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 몇 가지 질문 더 하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나는 6가지 질문만 적었습니다. 계명대 교수님들께서 꼬리 질문으로도 몇 가지
물으실 때가 있으니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서 좋은 면접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전 대기실에서 번호가 불리면 자신의 짐을 모두 들고 면접 실 앞 복도에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학과마다 2자리씩
있습니다. 면접 시작하기는 몇 분 시간 있으니 그 때 다시 한 번 훑어본다는 식으로 읽거나 마음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복
도에서 저도 진짜 많이 떨렸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대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학 전공 교수님들
은 면접자와 자주 눈 맞추려고 하셔서 교수님 보면서 대답했고, 면접이 끝난 뒤에는 면접 전 대기실이 아닌 면접 후 대기실로 이
동하며 이전에 갔던 대기실은 다시 안 들어가니 자기물건 잘 챙겼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8분이 짧아서 그
시간동안 자신이 준비한 내용에 대하여 1가지라도 더 말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접 중 밖에 계시는 학교관계자분이 문을 두 번 두드리는데, 면접관과 면접자에게 면접시간 1분 남았다고 알려주는 신호라 남
은 1분간 마무리하라는 의미니까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철학윤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먼저해주세요
A 저는 수험번호 000 입니다.

Q2

장래희망이 많이 바뀌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Q3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보고싶은 것은?

Q4

우리 계명대철학과와 다른 학과와 융합한다면 무슨 과랑 해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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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우리 학과를 알리기 위해 학생은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A 저는 시험기간에 지친 대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실이나 강의실을 빌려 포
춘쿠키 안에 철학자들의 조언을 적어놓은 쪽지를 넣어 학생들에게 뽑아보라고 하는 주최자가 되고 싶습니다.

Q6

오 학생 생각이 기발한데요? 그럼 우리 교수들도 뽑을 수 있나요?
A 당연하죠! 제가 계명대에 입하하여 행사를 주최한다면 교수님들에게는 2번 뽑게 해주겠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목표가 없으면 대학에 와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고
목표를 이뤄내는 최종과정을 게명대학교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밟으면 멈추지 않는 자전거 폐달처럼 목적지를 향해 끝
까지 나아가는 수험번호 0000 이 되겠습니다!!

Q8

환호와 박수 갈채

기타 유의사항
면접시간은 10분이였고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했다. 대기시간은 아침 8시30분에 입실하여 오후 1시30분에
퇴실했다.
햄버거와 콜라를 준다. 자기소개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필수!!
면접관이랑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훨씬 말이 잘나온다.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지구환경학과

면 접 방 법

1. 오전조와 오전후로 나뉘며 자신이 맡은 시간까지 계명대 대기실로 참석해야함.
2.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되며 이름 가족 등등 말하면 안 됨. 대신 가번호를 주어 자신이 받은 번호가 부르면
면접실로 이동
3. 2대1로 개별 면접이며 오전조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면접을 다 보고 12시50분 까지 지정된 곳으로 이동
하여 기다려야 됨. [영화 틀어줌 폰은 안줌.]
4. 오후조가 전부 도착 후 퇴실. 폰은 지정받은 건물 밖에 나가서 켜야됨 걸릴시 불합격 처리.

질문 및 답변
자기소개를 묻지 않고 바로 생기부 질문으로 들어감.
Q1

학생은 3학년때 진로가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나요?
A 저는 1학년과 2학년때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폐질환을 앓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나 자신이
대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어 대기환경 기술자라는 직업으로 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Q2

자신이 생각하는 교내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면 무엇인가?
A 저는 3학년때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 중 융합과학 동아리에서 작년 선배들이 사용하고 가신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통해
학교 내의 각 주면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가졌습니다. 실험결과 도서관에서는 pm2.5를 기준으로 31에서 45,
교실에서는 18에서 31 등 사람들이 자주 모여 있는 곳 주위로 조사하면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쓰레기가 다소 많이 분포
해있는 장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이런 실험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에 청소를 잘하자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활동 이었습니다.

Q3

우리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A 제가 조사해본 결과 계명대학교는 국제교류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봉사를 좋아하는 저는 해외로
나가서도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이런 활동에 꼭 참여하여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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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원동기
A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현재 지구를 정말 우리는 살려낼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점을 두고 지구환경학과에 들어와 많은
실험과 자료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지구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방안을 찾아 지구의 환경을 다시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 지구환경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5

지구온난화가 무엇인가?
A 오존 및 많은 배기가스가 증가하는 현재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의 대기, 토양, 수질 등 오염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
니다.

Q6

따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A (자기소개를 준비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에) 질문은 딱히 없고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들 빵 터짐

Q7

마지막 할말
A 비록 뒤늣게 꿈이 환경쪽으로 바뀌었지만 누구보다도 수업을 열중히 들을 자신이 있고 또한 이 학과를 항상 즐겁고 웃음
이 가득찬 학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8분 면접. 교수님 2대 수험생 1로 진행.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이름 부르고 가 번호 부여 한 후 면접 시작.

질문 및 답변
Q 주위에서 화학공학과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고, 학생은 우리학과에 대해 어게 생각하나요?
Q 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Q 화학공학이 꿈을 이루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 같나요?
Q 국어과목이 특히 성적이 좋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나요?
Q 파스칼 법칙이 뭐죠? (자소서)
Q 파스칼 법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Q 주변에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가 있었네요? 어게 친해질 수 있었나요? (자소서)
Q 마지막으로 할 말 해주세요.

형

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교수2 학생1 면접 10분이내의 면접으로 활동을 말하고 무엇을 느꼈는지만 말하면 됨(자세하게 x)

전

질문 및 답변
Q1

일반화학동아리가 있던데 그중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Q2

물리실험동아리 중 전지에 관심이 많았다고 돼있던데 휴대폰의 전지는 1차전지일까요 2차 전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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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장 의미있게 읽었던 책을 말해주세요

Q4

학교생활 중 다리가 다쳤다고 돼있던데 학업생활에 지장은 없었나요?

Q5

사람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 까지의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Q6

마지막으로 할말은?

전

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1층 대기실에서 대기 (자체적으로 나눠주는 종이봉투에 폰 수거, 가져온 자료는 볼 수 있음.)
앞 사람 면접하는 동안 복도의 의자에서 기다린 후 차례가 오면 가번호 받고 면접실에 입장
면접관 2명, 8분 면접 (1분 남았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림)
블라인드(학교이름, 주거지역, 본인이름 등 발설금지)
면접 후 2층에서 면접 응시자 대기 (영화를 틀어주고 빵과 우유를 나누어 줌, 면접 질문이 오후 조에 누설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내주지 않고 오후 조가 올 때까지 두는 거라고 함.)

질문 및 답변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거의 다 화장품을 하고 싶다 그러네.”로 서두를 시작하심. 이것이 질문인지 긴
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 일단 답을 했음.
A 한국의 뷰티산업, K-beauty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며 아무래도 요즘의 10대 여학생
들에게 화장품이란 관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Q 화장품으로 1학년 때 부터 진로가... 그런데 1학년 때 CEO가 꿈이라고...(진로 희망 란에는 화장품 개발 연구원 및 CEO,
진로 활동 란에 적혀있는 진로 발표를 한 활동에는 CEO로 기제 되어있어서 하신 질문임.)
A 이 CEO라는 것이 저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장품을 개발 연구하는 것에 더욱
치중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어떤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지 + 연구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종류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와
만들고자 하는 화장품의 최종적 목표를 설명) ~노화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화장품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화장품 개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Q 누군가는 늙어야지 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면 어떡해요. 그럼 늙어서도 안 죽고 그래요?
A 제가 말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화란 외면의, 피부의 노화를 말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길
어지는 반면에~
Q 서류평가를 보니까 출결이 좋지는 못하네요. 자주 아파요?
A (1학년 때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성 복통 호소로 잦은 병결, 뭔가에 몰두하여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다보
니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과 그에 따라 생긴 스트레스로 복통호소, 2학년 때는 체육대회 때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하여
출결이 그렇게 됨을 말하고, 스트레스성 복통을 호소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것에 요
령이 조금 씩 생겨서 3학년 때는 이전 학년과는 비교적 적은 병결을 이야기 함.)
Q 발명아이디어 대회 이건 뭐 발명했어요?
A (발명품-발명동기-발명 과정-느낀 것- 미완성품이었으므로 진학 후 완성하고자하는 포부)
Q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 다른 학교도 썼죠? 왜 우리학교가 오고 싶어요?
A (학교의 장점이란 장점은 아는 데로 다 말함.
* 어릴 때 태권도를 했는데 그 태권도장 관장님께서 계명대 출신이셨는데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고 ~... - 인재상
* 계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는 언니 오빠들이 해외 프로그램에 다녀오고 해준 이야기들ㅇ르 많이들은 바가 있다.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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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에 아는 오빠는 지난여름에 프랑스에 화장품관련 학과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 하고 싶다.
또한 계명대학교에는 어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 국제프로그램, 글로벌 소통역량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
* 공학 인증제 언급 – 사실 공학 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한국에 엄청나게 많지만 아닌 학교도 몇몇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증
제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은 꽤나 호평 받음.=“많이 찾아
봤네요.” 소리를 들음.
* 2017년 계명대 화학공학과 홍보영상에 대한 언급과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언급.)

기타 유의사항
막상 이렇게 글로 정리하고 나니까 면접이 면접 같고, 제대로 된 질문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면접 상황에 직면 하던 중
에서는 오히려 그저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것 같고, 이것이 면접인지 교수님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 하러 온 것인지 조금 의아하
고 허탈함을 느끼고는 함.
질문도 사실 저렇게 질문형식으로 제대로 던져주기보다는 말의 끝을 흐리기도 하기 때문에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하고 능동적이
고 유연한 대처 능력이 요구 되는 것 같음.
시간이 몹시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요약해 놓고 정말 많은 이야기 할 거리가 있더라도 조금 자제하고 중요하고 임
팩트 있는 것들로 정리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음.
이야기는 흐름이 하나로 가는 것 하나만!! - 이야기가 있는 여러 이유들 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듯함.
모든 이유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짧은 면접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버림.
유튜브에 들어가서 학과, 학교, 학교의 학과 홍보영상 꼭꼭 찾아보기.
화장품연구원이 꿈인 학생이라면 면접 보기 전에!!!
- 유튜브에 밍구원 채널 보는 것 추천!!(-밍구원: 취미도 화장품 직업도 화장품이라는 현역 화장품 연구원),
- K-mooc에서 대구한의대 한방화장품 강의 수강하기! 한방 화장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화장품의 베이스에 대한 내용부터 피
부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 하고 있음.
- 기초화장품개론 책 꼭 공부하기!! (대충이라도! 읽기만이라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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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

형

기회균등(농어촌)

지 원 학 과

경영대학

면 접 방 법

조당 1명씩 면접 준비실로 들어가서 제시문 정독 후 6분 동안 답변을 작성합니다. 2명의 면접관 앞에서 대략
2분간 제시문의 답변을 한 후 남은 시간 동안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시는 질문에 답변하게 됩니다.

질문 및 답변
<제시문>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일화 제시) 위와 같이 올바른 답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 질문 ➀ 현실에서 위와 같은 사례의 예시를 들어보시오.
제시문 질문 ➁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와 해결책을 말해보시오.
Q1

제시문에 대한 대답?
A 저는 제시문을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지 못하고 다수의 타인에게 동조하는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2학년 때 경제동
아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소비 특성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1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
다. 당시 유행이었던 롱패딩과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청소년 소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물
품들의 구매 이유 등을 묻는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소비를 하지 못하고 많은 친구의 소
비를 모방하는, 결국 유행에 편승하는 소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지록위마의 사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2번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고서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것
인데, 행동경제학자로 저명한 리처드탈러의 저서 ‘넛지’의 구절을 인용하여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르는 이유는 타인이 이야기하는 바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주지하지 못하는 ‘다원적 무지’와 이로 인한 ‘집단동조’ 현상
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처드 탈러가 제시한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주는 압박적인 분위기 또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타인과 다른 자신의
주관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해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경영학과에 진학을 결정하게 된 시기는?
A 2학년 재학 도중 경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2018년의 경제 이슈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회장이었기에 경제 키워드 선정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키워드를 찾던 도중 중국의 ‘하오디라오’라는 훠궈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중국 기업의 성공
적인 경영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현재 중국에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에도 진출해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기업의 성공이유로 차별화된 서비스 경영을 꼽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구두를 닦아주거나, 네일 아트, 안경닦
이를 제공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저희 경제 동아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
만 이러한 사례를 접하며 차별화된 경영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후 경영에 관심 가지
게 되었습니다.

Q3

이후에 경영학과 진학을 위해 한 활동은?
A 이후 세미나 활동에서 대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사례를 비영리단체에 접목하여 공익을 보다 널리 도모하고자 하는 강의 영
상을 친구들과 함께 시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저의 경영에 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으로 영상에 나오는
대기업의 경영사례를 친구들과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해보며 경영 전략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Q4

경영학과 잘 부합할 것 같은 본인의 자질은?
A 저는 재학 중 반장이나, 전교총무부장을 맡는 등 소극적이기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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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음) 저는 이러한 저의 적극적인 자질이 앞으로 경영학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 저의 경영 전략을 펼칠 기회가 왔을 때 그
전략이 보다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은 대략 10분 정도였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 추가되어 당황했는데, 면접 안내사항에도 학생부 기반 면접을 토대로 한
일반면접이라 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면접 유형을 접해보고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1단계: 학생부기반면접(9분)
∙ ‘1조~2조 : 행정학과, 3조~11(?)조: 경영학과, 12조(?)~15조(?) : 다른 과’ 이게 판넬로 면접장 입실 전에
세워져있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입실 시간 후에 다시 가 보니 치웠다고 함. 이유는 모르겠음.
∙ 입장 순서대로 가번호 부여받음. 각 조에서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가번호를 한 번 더
랜덤으로 돌림. 각 조당 10명(?)~12명인 듯.
∙ 조 순서대로 면접 보는 게 아니라, 1조부터 15조(?)까지 2명씩 일단 같이 이동하면 각 조별로 면접고사장
들어감.
2단계: 토론면접
∙ 3~4명이 한 조가 되어 함께 토론함.
∙ 제시문 숙독 27분 → 개인발표 각자 1분 → 1차 주도권 토론 각자 3분 → 2차 주도권 토론 각자 2분 →
최종 발언 준비시간 2분 → 최종 발언 각자 1분
∙ 시간은 모니터로 띄워줌.
∙ 학생부기반면접이 끝나면 제시문 숙독하는 큰 방으로 이동함. 1조부터 15(?)조까지 각 조당 3~4명 올 때까
지 기다림. 나는 3조에서 학생부기반면접을 가장 먼저 봐서 한 20~30분 기다림. 다 모이면 제시문 숙독 시
작했음. 끝나고 나서 각 조별로 면접 고사장 입실함.
∙ 2020 고려대 학추1 면접 영상 참고하길 바람.

질문 및 답변
1단계: 학생부기반면접(9분)
(첫 번째 순서였음^^)들어가자마자 눈이 마주쳐서 목례했더니, 교수님이 “여기 앉으시면 돼요~”함.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좀
놀람. 긴 책상에 의자가 있었음. 좀 당황해서 “안녕하십니까”를 작은 목소리로 하고 앉음.
Q1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 경험, 참여 계기, 느낀 점
A 나의 꿈 발표대회. 사회적기업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희천 교수님. 스타트업스테이션.

Q2

거기서 본인 역할, 공로상을 받았는데, 왜 받은 것 같냐.
A 학생회 활동을 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음.
(중간에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음......)

Q3

본인의 전공 분야가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을 것 같으냐(?)

Q4

핀테크’의 정의?

Q5

‘핀테크’와 사회적기업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내가 질문 의도를 잘 못 파악했는지 계속 물으심.....

Q6

특히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그 계기와 느낀 점

Q7

(무슨 말하다가 내가 2학년장, 학생회장 했다고 하니까, 놀라시면서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냐면서 힘들지 않았냐고 하심.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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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

고로 내가 학생회장 한 거 모르셨던 눈치임. 생기부를.... 안 보신 듯?)학생회장 안 힘들었는지(?)
(뭐라고 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음...)
화들짝 놀라시더니 시간이 다 되었다며 나가보라고 하심.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 듯.

기타 유의사항
화장실 갈 때 꼭 인솔조교와 함께 가게 함.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화장실 보내줬었음. 요청하면 언제든 보내줄 것 같긴 한 느
낌. 1단계 직전에도 보내줬음.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8시 30분까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해야함. (수험표와 민증/ 학생증 반드시 지참해야함.)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 순서와 조를 안내 받음. 각 조별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조에서 한명씩 무
작위로 면접을 봄. 면접 순서가 마지막 쪽인 경우는 면접 보기 전까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준비할 수
있음. 오래 대기해야할 수 있음으로 물이나 간단한 간식을 챙겨가는 것이 좋음. 생기부 기반 면접을 약 9분간
먼저 함. 면접은 면접관 2분과 1:2 면접을 진행함. 친절하시고 말을 건네시며 긴장을 풀어주시려 하심. 9분이
지날 경우 곧바로 끊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생기부 면접이 끝난 학생은 토론 면접을 준비하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약 30명의 학생이 모두 대기실에 입실
할 때까지 대기함. 이 경우에도 면접 시작 전까지 계속 자료를 보며 준비할 수 있음. 학생이 모두 모이면 약
25분 정도 시간을 주고 토론 주제가 담긴 제시문과 답변 종이, 그리고 메모지를 배부해주심. 메모지와 제시문
은 대기실을 나갈 때 모두 제출해야 하며, 면접실로 이동할 때는 답안지만 가지고 이동함. 3명의 학생과 3명의
면접관들과 3:3 면접을 진행함. 토론은 정해진 순서대로 발언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며, 입론시간은 각 1분씩
주어지며, 앞에 화면으로 타이머로 시간을 안내하므로 시간이 초과되면 발언권이 다음 학생으로 넘어감. 세 학
생이 모두 입론을 마치면 1차 반론시간에는 2분씩 반론하는 시간을 가짐. 2분 내에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하
고 다른 학생이 제한 시간 안에 답을 해야 함. 그리고 반론을 하기 전 준비시간 1분이 주어짐. 1차 반론이 끝
나면 약 1분간 2차 반론이 이어짐. 반론을 끝내면 약 2분간 의견 정리 시간이 주어지고 최후 변론을 함.

질문 및 답변
<생기부 기반 면접>
Q1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Q2

창업 경영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고, 무엇을 느꼈나요?

Q3

경영을 할 때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료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토론면접>
Q 토론 제시문은 고려대학교 입학처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있어요^^

기타 유의사항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꼭 물 챙겨가세요.
토론할 때는 면접관께서 생기부 기반 면접 때보다 더 날카롭게 하실 수 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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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대기실에서 학생부 자소서 열람 가능) 후 제시문 기반의 토론 면접
제시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 27분 부여하고 그 이후에 토론 하러 갑니다. 인원은 3~4명 필기구는 줍니다.

질문 및 답변
학생부 면접
Q1

고등학교 3년간 즐거우셨나요?
A (긴장푸는 질문) - 네.

Q2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
A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경제 경영 동아리에서의 내용

Q3

아쉬운 점?

Q4

고려대학교에 와서 아쉬운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싶은지?

Q5

자소서 3번의 책의 내용이 그 사례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Q6

진로가 법조인인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에는 자유전공학부가 따로 있는데 굳이 경영학부로 지원한 이유?

Q7

경영의 4가지 갈래들 중 어떤 방면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Q8

최근 인상 깊었던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보세요.
A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의 국민연금의 찬성건을 이야기했습니다.

Q9

본인의 어떤 자질이 경영학과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

토론 면접
제시문 내용 : 4차 산업 혁명에서 AI는 아래 7가지 덕목 중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 3가지를 고르고 우선순위를 정하시오.
제시문 내용 파악 및 답변 작성 - 27분
토론 순서 (같이 들어가는 인원이 3명인가 4명인가에 따라 다름)
주장 발표(각 3분)-1차 주도권 토론(각 3분)-2차 주도권 토론(각 2분)-마지막 의견 말할 시간 정리(각 2분)- 최후의 의견 진술
(2분)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
∙
∙
∙

고려대 학생부면접은 형식적으로 물어 보는 게 많아서 쉬울 겁니다.
토론면접 같은 경우 유튜브에 고려대입학처에 설명이 있으니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발언 순서 같은 경우 앞에 사회자 분이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토론 시간은 스톱워치 들고 올 필요 없이 앞에 모니터 화면에 남은 시간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전

형

학교추천Ⅱ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8시 20분까지 우당교육관에 도착해서 6층 대기실 강당에서 기다렸어. 난 순서 12번이었는데 10시 10분쯤에
들어갔어!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에서 생기부, 책 볼 수 있으니깐 들고 가는게 좋아. 그리고 각 조 12번 모여서

울산광역시교육청

- 262 -

∙ 고려대 ∙

다 같이 SK 미래관으로 이동해서 대기실에 잠시 있다가 제시문 준비실로 갔어. 21분 동안 연습지에 답변 적고
생각 정리하고 계단으로 내려가면 면접실 나와. (생각보다 과정이 좀 복잡했어 ㅠㅠ) 7분 동안 면접했고 4분은
제시문, 3분은 생기부 관련 질문이었어. 교수님들 두 분이었고 반응 잘해주려고 해주시는 것 같았어! 자기 차례
끝나면 조교분들 안내에 따라 제출했던 전자기기 찾아서 바로 퇴실했어!
면접 전 대기실(강당) → 작은 대기실(3분) → 제시문 준비실(21분) → 면접실(7분)

질문 및 답변
가자마자 제시문 1~3번 답변 바로 시작했어. 제시문에 대한 꼬리질문은 없었고 바로 생기부 질문 들어갔어. (원래 고려대는 제시
문에 대한 꼬리질문은 없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
제시문
(가) 유교 사상
(나) 근대 자본주의 정신 – 칼뱅, 베버
(다) 서양과 구분되는 동양의 유교 자본주의
(라)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현상
Q 졸업 후 학업 계획?
A 경영학과 입학 후 경영학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다국적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 입사해서 다양한 부서들
간의 관계, 역할에 대해 배우고 싶다. 또 다국적 기업의 경영방식과 경영철학을 직접 체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
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 적절히 배치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경영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원했다.
Q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A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이라는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스웨덴 기업 발렌베리가 기업 목표인 이윤 창출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초 과학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를 통해 북유럽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경영, 마케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Q 북유럽 마케팅 예시로 뭐가 있나요?
A 덴마크의 잡지사 폴리티켄은 자신들의 브랜드와 고객이미지를 연관시켜 현대적이고 공동체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도
록 하였다. 또한 폴리티켄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
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한 나는 광고 분야에 관심이 많아 이를 경영과 결부시켜 마케팅을 하고 싶
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기타 유의사항
7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깐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 교수님들도 잘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처
음엔 제시문 면접 엄청 걱정했는데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기출 문제로 연습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 문제는 다르게 나오지만
각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주로 반대 입장을 가진 제시문 두 개랑 사례가 함께 나
오는 경우가 많아~ 어느 지점에서 대립하는지 파악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생윤, 윤사, 사문 공부를 한 친
구들은 배운 내용에서 해당하는 사례를 떠올리면 훨씬 도움 될 거야. 또 연습할 때 학추2 말고도 특기자, 일반 전형 제시문도 함
께 보면서 하는 것도 좋아!! 그럼 면접 잘보세용~~! 파이팅!

전

형

학교추천Ⅱ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기반 면접(4분) + 학생부 기반 면접(3분) = 7분 (방 하나에 들어가서 한 번에 끝남)
제시문 : A4 한 장 분량의 글로 문제 3개 답변
학생부 : 간단하게 교수 임의로 질문하는 듯, 생기부&자소서 보지 않은 느낌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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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제시문 ☞ 기출(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학생부 ☞
Q 경제학과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자질 2가지?
A ①상황을 정확히 읽어내어 국내·외 경제 사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함. 경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
②저의 꿈이 경제 정책을 기획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 중에서 무엇이 너에게 많은가?
A 후자가 많다.
Q 그 이유를 교내 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세요
A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나타낼만한 활동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 재학중에서도 학교 운영시 운영위원회 주도로만
운영되는 것에 대해 학생회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학생을 의한 마음가짐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유의사항
남교수분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계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관심을 가져주심. 교수들 컨
셉이니까 당황하지 않길 바람.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교육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 생기부

질문 및 답변
<제시문>
주제 : 이타주의
1) a 견해와 b 견해에서 보는 이타주의를 비교하시오
2) (가) 제시문과 (나) 사례를 읽고 이타주의가 개인과 집단에 끼칠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말해보시오.
<생기부>
Q1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
A 방통중 봉사로 꿈을 구체화

Q2

생기부에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어떤 교육 방식이 나을 것인가?
A 기억안남

Q3

마지막 한마디
A 간략하게) 저는 뒤에서 받쳐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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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제시문 면접 4분 생기부 기반 면접 3분

질문 및 답변
생기부 기반 면접
Q 기계공학과와 관련하여 한 활동에는 어떤게 있나요?
A (여기서 내가 한 활동이 기계공학과랑 관련있는지 고민되서 좀 당황타고 어버버댔음.) 평소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 관
심이 많아 동아리에서 소리의 간섭 실험을 주도했습니다.
Q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데시벨 말고 다른 것이 더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A 어.......
Q 그냥 아는지 물어보는거에요.
A 아니요. 모릅니다.
Q 소리의 간섭도 기계공학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더 관련된 건 없나요?
A 과학탐구토론대회 때 중력이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중력을 이용한 위치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Q 네. 알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음)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1. 제시문 기반 면접: 20분동안 제시문 분석한 후 종이에 정리하여 5분동안 외우면서 대기
2. 생기부 기반 면접: 생기부 기반인 대략 2개의 질문으로 교과내용을 심화적으로 물어봄.
처음에는 제시문 기반면접 4분하고 생기부 기반 면접은 6분동안 진행함. (총 10분)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기반면접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4분 내로 정리하여 발표시킴.
(정확한 답이 없으므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판단함. 혹시 오류가 있으면 발표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물어봄.)
생기부 기반 면접
Q1

고등학교 3년의 과정동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심화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가?
A 정확히는 생각이 안나지만 물리2 시간에 열역학 과정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운동을 분석하는 발표활동을 답변함.
(발표 과정에서 등압과정으로 가설을 세운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등압과정이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보았음.)

Q2

기계공학과가 미래에 유망있는 학과라고 생각하는 이유?
A 자동차 공학자라는 나의 직업과 관련하여 기계공학과가 공학자로서의 자질을 다질 수 있게 해주는 학과라고 답변하였음
(이것도 역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계공학과의 장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음, 기계공학과가 미래에 꼭 필요한
학과라는 것을 강조함.)

기타 유의사항
처음에는 교수님들의 딱딱한 태도 때문에 더욱 더 긴장이 될 수 있지만 답변을 하다보면 긴장이 풀림. 총 2명의 면접관이었지
만 한 분은 질문만 하고 한분은 노트북으로 나의 답변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음.(가끔가다 노트북으로 정리하시는 분도 질문을
하나씩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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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노어노문학과

면 접 방 법

통합형 면접[제시문 면접+서류기반면접]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순서(본부에서 랜덤으로 정한다고 함)에 따라 제시문 면접 준비실로 이동한다. 14분
간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필기용 연습장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이후 면접 도우미분들을 따라서 면
접실로 이동하고, 앞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약 7분 정도 대기한다. (이 시간 동안 필기용 연습장에 적은 내용을
보면서 답변을 구상할 수 있다. 추가 필기는 불가능하다.)

질문 및 답변
[제시문 면접]
(제시문과 질문은 대학교 입학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가) 정의에 대한 2문단 정도의 지문
(나) 세금환급에 대한 표
소득분포, 세금환급방법(a, b방식)이 적혀있었음.
세금은 소득의 5%
A방식 :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세금환급
B방식 :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세금환급
(기억이라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꼭 대학교 입학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Q (나)의 세금환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이를 설명해보시오.
A (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를 토대로 분배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분배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행동의 준거는 행위의 목적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나)의 세금환급방법을 바라보면 A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첫째로 사회기여정도에 따른 차등분배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회기여정도는 세금을 내는 정도, 즉 세금의 크기
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분포가 큰 순서대로 많은 세금을 환급받는 A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
둘째로 사회적 행동의 준거가 행위의 목적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도 A의 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세금환
급이 충실하게 세금납부를 한 국민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돌려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도, 납부를 한 세금
의 양에 비례하게 환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득분포가 큰 순서대로 세금환급을 하는 A
의 방식이 적절합니다.
Q ㉠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예시를 제시하고, 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시오.
A (생각이 안 나서 고민고민하다가 쥐어 짜낸 답변이라서 좀 이상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은 사회계층이동의 폐쇄성과 법의 불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구를 떠올렸습니다. 사회에서 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실
력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전의 판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들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하위계층의 사람들은 정보획득 측면에서 이들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고, 결과적으
로 같은 죄이지만 상위계층의 사람들보다는 더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의 지문에 따르면 정의란 도덕적으로 옳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공정
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리한 다른 계층 사람들도 충분한 법적인 구제를 받고, 불공정한 법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
고 이를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 실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기반면접]
Q 본인이 노어노문학과 진학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보고서 활동을 하나 소개해보자면?
A ‘러시아 문학의 공연화; 예브게니 오네긴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한러문화교류전문가라는 꿈을 갖
게 되면서 노어노문학과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제게, 러시아 공연에 대한 관
심을 심어주고, 한러문화교류전문가라는 꿈을 갖게 해준 활동 중 하나가 이 보고서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예브게니 오네
긴을 중심으로 러시아 문학이 다양한 공연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
라도, 감독에 따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롭게 작품을 해석하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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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렌스키라는 인물이 크게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되지 않는 방면, 차이콥스키의 오페라에서는 렌스키에게 개인 아리아
도 주어지고, 음악적으로 매력있게 표현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 추가 질문 : 타티야나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해보았나요?
A (살짝 당황함) 타티야나는 원작과 오페라 둘 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고도 특히 발레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되어 나타났습니다. (살짝 어버버했는데 여기서 끊겼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Q 고등학교 생활동안 봉사활동을 쭉 해왔는데, 새로 들어오는 1학년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저희 학교에서는 멘토링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멘토링 봉사활동을 3년간 해온 입장으로서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토링이 아닌, 아이들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멘토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에는, 제 입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어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자 했고,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점차 수정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바꾸니, 아이들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멘토의 입장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멘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소통해보며 진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꾸려나가기를 조언해주고 싶습
니다. (이때 너무 길게 말해서 거의 이 질문에 시간을 다 쓴 것 같았다. 마지막 질문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다음 질
문은 짧게 대답해주세요’라고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3번 질문 대답을 막 시작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Q 푸틴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말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 짧게!
A 우선 장점으로는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푸틴은 몇 년 전부터 극동 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사업을 진행한다면,
유럽지역에 발전이 치우쳐있던 러시아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교수님 : 그까지 들을게요. 단점은요?
A 단점으로는 러시아 정치에 대한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더 나
은 사회를 마련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지금처럼 독재의 형태로 러시아를 이끌어나간다면 러시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를 이끌어나가 러시아가 진정한 의미
의 발전을 이룩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 없어서 빨리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다.)

기타 유의사항
1. 자신감 가지기
면접하러 들어갔는데, 면접 후반이라서 그런지 면접관분들도 많이 피곤하고 지쳐 보이셨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가 준비한 만큼 충분히 나를 어필하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
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주변 상황에 덜 신경이 쓰이고, ‘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2.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기
제시문 문제를 푸는데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할 수도 있고, 서류 면접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숨 한 번 쉬고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천천히 답변을 시작하는 게 좋다. 당황하면 더 생각도 안 나고, 답변도
어버버하게 되니까!

전

형

특기자전형

지 원 학 과

노어노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0분, 면접위원수 : 2명
대강당에 모여 들어간 순서대로 가번호 부여. 가번호를 바탕으로 면접순서 재배치. 7분 간격으로 제시문을 읽
는 준비실로. 21분간 제시문을 일고 답변 구성. 면접실 앞으로 이동해서 대기 후 순서가 되면 입실. 준비시간
: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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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제시문은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질문이랑 답변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간단하게만, 편한 말투로 작성할게요!
Q1

(나)의 관점에서 (가)에서의 ‘소셜미디어’ 설명
A (나)에서는 외로움이 자신의 사소한 경험을 말하지 않으면서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이의 관점에서 (가)의 소셜미디어를 바
라본다면 이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Q2

(라)의 (이름 기억 안남) 특정 이론을 (다)를 바탕으로 설명, 이를 기반으로 (가)의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설명
A (라)에서 그 이론은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타인에게 동화되고 싶은 욕구/타인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
정을 이야기한다. 이는 (다)에서의 두 가지 피로와 비교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가)의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을 설명하자면, 소셜미디어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의 두 욕구, (다)의 두 피로의 균형을 찾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라)의 두 번째 욕구와 (다)의 고독적 피로가 과도해져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은 생각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속 개
인주의적 사회가 나타난 것이다.

Q3

(가)의 소셜미디어와 유사한, 다른 영역의 사회 현상을 예시로 들고, (라)를 바탕으로 이의 기능과 문제점 설명
A (죄송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시문 질문 끝, 개인 질문 시작)
Q1

본인이 노어노문학과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 (이런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다.)
A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아 한국의 문화콘텐츠, 특히 드라마에 큰 관심을 두고 탐구를 했었다. 이를 통해 많은 러시아인들
이 악역으로 나옴을 알 수 있었다. 노어노문학과에 들어가 러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지식의 영역을 넓혀나가
고 싶다. 이를 학습한 후 러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가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러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
고 한러 문화교류가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Q2

현재 사회에서 러시아어, 노어노문의 역할
A 최근 들어 러시아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시베리아 선발대’, ‘더 짠내투어’등의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에 찾아
가며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한러수교 30주년을 맞는데, 이처럼 러시아와의 교
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러시아어의 역할은 교류 발전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Q3

~~~~를 하기 위해 했던 러시아어 관련 활동 (~~~~가 뭐였는지 기억 삭제...)
A 앞서 말했던 러시아에 대한 인식 바로잡기 프로젝트로 영상을 제작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친해지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다.

└ Q3 꼬리질문.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가?
A 문화교류를 통해서 친해진 러시아 친구들과 했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었다. 인터뷰 내용은 러시아인 입장에
서의 외국인들이 자신들에게 갖는 오해 때문에 힘들었던 점, 실제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봐주었으
면 좋겠는지 등으로 구성되었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셔서 인사하고 나옴.)

기타 유의사항
‘예전 제시문 면접 기출문제로 연습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어차피 작년 관련 지문은 안 나올 텐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작년 지문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문을 시간 내에 읽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상한다는 거 자체가 실제 면접에서 큰 도
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번 제 면접처럼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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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특기자전형

지 원 학 과

노어노문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속독 21분 제시문 답변 5분 내외 + 생기부 질문(시간 따로 공지 안 함. 5분 추정)
면접위원 : 2명

질문 및 답변
제시문은 사이트에 올라올 거니까 참고하세요!! 모범답안 보지 말고 진짜 해보는 것처럼 3개년 정도 해보면 전혀 긴장 안 되니까요 :)
Q 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 배워야 하는 이유?
A 저는 문학이라는 것은 민족을 이해하는 일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
다. 저는 우리나라 문화와 러시아 문화 사이에 연결고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 우리나라의 많
은 시인에게 영감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고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면 러시아의 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과 문
화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노문학을 공부하는 데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A 저는 고교 3년 동안 고전을 읽을 때 논문을 참고하며 읽었습니다. 가령 예브게니 오네긴을 읽을 때 읽은 논문 내용으로
는, 타치아나가 러시아성을 나타내고 오네긴이 서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타치아나에게서 오네긴이 내쳐진 결말은 러시아
성을 중시한 작가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제시문을 5분을 약간 넘겨서 그랬는지 저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첫 번째 질문에 미술 말고 문학 예시를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기왕 ‘예브게니 오네긴’ 이야기를 꺼낸 김에 ‘잉여 인간’이라
는 제목의 한국 소설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역량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논문 탐색 이외에도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했다는 식의 주장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독어독문학과

면 접 방 법

1차 – 심층면접(10분 가량)
2차 – 토론면접(준비 : 27분, 토론 진행 : 약 30분 )

질문 및 답변
심층 면접 질문
Q1

본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의 특성화 영역이 제가 배우고 싶은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문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문화학이나 문화사업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제 흥미와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어권 지역학
영역에서 독일어권의 일상, 정치, 지리 등의 제가 관심이 있는 지역학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고려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레겐스부르크, 튀빙겐 대학교 연수와 학생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유학의 기회도 많이 제공된다고 생
각했습니다.

Q2

3년간 꿈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왜 독어독문과에 지원하였는가?
A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장래희망은 역사 선생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2학년 때부터 키워온 독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역사 선생님께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이 랑케로부터 발전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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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실증 역사학의 발단지이며 이런 연고로 역사의 본고장이라고 불린다는 말씀에 저는 독일에 가서 역사에 대해 더 깊
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독어독문학과 진학에 대한 꿈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Q3

독어독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언어에 관한 부분이 주를 이룰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학습할 계획인가?
A 저는 언어라는 것을 배우면서 항상 흥미를 가져왔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다른 문화와의 연결,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
을 위한 매개체이면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댜앙한 삶의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는데 있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언어라는 것이 제게 잘 맞다
고 생각하고 또 그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2학년 때 중학교 때 일본어 학습 경험이 있던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일본어
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는데 수업에서 다양한 회화 표현이나 문화에 대해 배웠고 실제 일본여행을 통해서 이를 적용하
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어에 대한 학습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1등급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열정을 독어독문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심층면접 –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너무 편한 분위기이고 면접관님들도 농담을 던지시거나 웃음을 많이 보이시
기 때문에 편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토론면접 – 토론면접 과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접을 보러가기 전에 5회에서 10회 정도 모의면접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고 갔지만 자리에서 긴장할 수 도 있고 준비한 만큼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에 감이라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토론면접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해야한다. 제목은 ‘토론면
접’이지만 토론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부드러
움 같은 것을 어필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미디어학부

면 접 방 법

시험장 분위기 및
1) 시험장 분위기
지는 모르겠음
2) 시험진행 방식

시험진행 방식
: 매우 조용함, 옆자리 지원자와 이야기하면 부정행위임. 아날로그 시계까지 걷어감(왜 그런
고려대가 유독 엄격한 듯), 면접 진행 도우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심.
: 1. 생기부 면접
2. 토론 면접으로 진행되었음.
생기부 면접 10분, 토론 면접 30분으로 진행함(문과는 토론, 이과는 제시문 10분).

질문 및 답변
1. 생기부 면접장 입장
교수님 Q1, 입학사정관 Q2, 나 A 라고 설정하고 작성하겠음.
A 반갑습니다 !
Q1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구요, 생기부 기반 면접이니까 활동에 대해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시작하겠습니다.

Q2

수상 실적을 보니 모범 학생 표창을 받았는데 어떤 점에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까?
A (당연히 학과와 관련된 수상을 질문할 줄 알고 이 상에 대한 답변은 대충 준비하고 들어갔어서 당황했음.) 우선 그 상은
3학년 때 받은 상입니다. 학생회 기획부장을 맡으며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설립했습니다. 채널의 기획 의도는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 목표입니다. 저희 학교 인근에는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학교가 없
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채널을 설립했습니다. 장기적 목표로는 학교의 유튜브 채널
이 발전하여 수익창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학교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같
은 과정 속에서 학교를 위한 헌신과 창의적인 활동을 한 점이 인정을 받아 모범 학생 표창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Q1

장래희망을 보니까, 예능 PD, 사회적 공헌 PD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PD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와 그에 맞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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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어릴 적부터 TV를 너무 좋아했고, TV를 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책 '예능 PD와의 대화'를 읽게 되었습
니다. 그 책 속의 한 PD분이 PD란 한 시간의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큰 공감을 하고
어릴 적 제가 느꼈던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콘텐츠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꿈을 사회적 기여에 힘쓰는 PD로 정하게 되
었습니다.(교수님께서 자질도 물어보셨는데 계기를 답변하다가 자질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음)
Q1

네, 그럼 자질은?
A : 앗, 네 ! PD가 가져야할 자질은 리더십과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PD는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
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작품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
(교수님께서 말 중단시키고 알겠다고 하시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심. = 이것은 안 좋은 의미일 수 도 있지만, 내가 받은
질문의 경우 흔한 질문이고 내가 답변을 흔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다른 질문을 더 해보고 싶어서 넘어간 것임.
따라서 면접 때 말이 끊겼다고 해서 쫄지 말것. 단지 교수님은 정해진 시간 내에 더 알차게 질문하려고 하시는 것임.)

Q1

우리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과목 있어요?
A 저는 <미디어와 젠더>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철학적 사고와 말하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회 주제는 여성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미디어가 구현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고찰을 하며 대회
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 진학하면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려대
학교에는 미디어와 젠더라는 과목이 개설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듣고 싶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Q1

음 미디어와 젠더,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간의 문제가 많은데, 특히나 여혐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A 네, 저는 이것을 사회적 성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
(기억이 잘 안남.)

Q1

학생 주변에도 이런 일 많죠? 학교에서도?
A (웃으면서 네, 젠더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Q1

그쵸, 아무튼 <미디어와 젠더>, 잘 봤네요. 우리학교에 밖에 없는 과목인데
A 맞습니다!

Q2

어떤 방송국에 가고 싶어요?
A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음. 학문적인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지만 나에겐 확고한 꿈의 방송사
tvN이 있었기 때문에 답 했음.) 저는 CJ에 들어가서 지상파, 공중파는 하지 못하는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만들고 선두
하고 싶습니다.

Q1

음 CJ, CJ에서 참신한 거 잘 못 할텐데 ~? 아잇 농담이야 장난
A 하핫

Q2

PD 중에 여성 PD가 많나요?
A 물론 메인 PD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힘들어서 여성이 진출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PD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을 하는 중에 갑자기 교수님께서 거들음.)

Q1

(교수님이 입학 사정관을 보면서) ㅎㅎ 근데 실제로도 여자애들이 더 PD가 많이 돼요 ~

Q2

아 그래요 ~?

(갑자기 두 분이서 만담하는 분위기)
----질문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남------------Q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저는 PD의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영상소통부를 만들어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원자력
공모전인데 원자력 탈핵과 관련된 문제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였기에 이를 10대의 생각으로 조명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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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었습니다. 탈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원전 안전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주최 측에도 이런 뜻이
잘 전달되어 좋은 결고를 얻었고, 동아리에 인터뷰 요청도 보내오는 등, 진정한 소통을 이루었던 사례라고 생각했던 경험
이 있습니다.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미디어학부

면 접 방 법

제시문(4분) + 서류기반(3분), 2:1

질문 및 답변
[제시문 면접]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ㅠㅠ)
제시문 1) 유교의 인본주의사상에 관한 것. 유교는 만물의 중심을 인간으로 생각했고, 운명과 같은 요소를 믿지 않았다는 내용.
제시문 2) 칼뱅과 베버의 자본주의 윤리. 칼뱅의 ‘소명론’(인간의 천직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직업을 수행하면 신의 은
총을 받을 수 있다)에 근거해 자본 축적을 정당화하는 논리. 칼뱅, 베버가 자본의 축적을 윤리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시대에 서양인들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내용.
제시문 3) 서양에서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자본을 쌓는 목적을 개인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개인보다 공동
체를 우선시하는 유교 윤리를 중심으로 서양과는 다른 자본 축적의 양상을 보여왔다는 내용.
제시문 4) 현대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
Q1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제시문 2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A 두 관점은 모두 직업 수행을 통한 자본 축적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교 윤리는 자본주의 윤리가 직업을 수행하
는 목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교 윤리에서 직업을 수행하는 목적은 인간의 이익과, 자아실현 등으로 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즉 인간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윤리는 이를 신의 은총 등, 유교 윤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운명론적 관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유교 윤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 축적 또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할 것입니다.

Q2

제시문 2, 3에서 자본주의 윤리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 보시오.
A 제시문 2에서는 자본주의 윤리가 직업의 수행과 자본의 축적을 합리화하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시문 3에서, 서양에서는 개인의 성공 등을 목적으로 자본 축적을 정당화했다면, 동아시아
에서는 가족의 명예, 공동체의 평화 등 공동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자본 축적을 정당화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이 세
부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주어진 세 상황에서, 자본주의 윤리는 모두 자본 축적을 정당화하고, 산업화를 이
뤄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

제시문 1~3을 종합하여 제시문 4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A 제시문 2의, 칼뱅의 소명론 같은 경우, 저는 ‘직업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는 입장이 ‘높은 소득을 버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합리화함으로써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1, 3에 서술된 유교 윤리의 공동체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면,
당장의 기득권층이 가질 수 있는 눈앞의 이익은 클 수 있으나, 결국 사회 통합이 저하된다면 기득권층과 빈곤층 모두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을 갖고
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실질적 평등이 아닌, 각자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는 형식적 평등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형식적 평등을 실천하는 정책으로는 농어촌 전형, 장애인 우대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확
대시켜야 하고, 이것을 ‘역차별’이라고 불평하지 않을 공동체적 의식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
에서 각종 여성 운동들로 양성 평등 의식이 확대되어 나갔듯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사회 전체에 공동체 의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
Q1

학교에 온다면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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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꿈은 광고디자이너입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는 타 학교의 언론영상학부들과 달리, 데이터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각종 광고 제작이나 영상 기법 등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개설된 강의인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미디어 데이터 마이닝’, ‘애널리틱스프로그래밍’ 등을 들으며 공부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맞는 광
고를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제품,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소비자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들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내고 이에 발맞춰 나가는
광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Q2

그렇다면 이 학과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말해보세요.
A 저는 하라 켄야의 ‘디자인의 디자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의 디자인’에서는,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길거리의 조
형 요소를 활용하고, 입체적인 모형을 만드는 등 저에게 새로운 광고의 모습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책 내용 세부적인 설
명) 저는 ‘디자인의 디자인’ 책을 읽고 광고 디자이너의 꿈을 더욱 확고히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Q3

전통적인 시장 조사와 다른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차이를 세부적으로 말해볼 수
있어요?
A 전통적인 시장 조사는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조사는 단순히 대
량의 정보만이 아니라 그 정보들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상, 특징 등의 정보까지 분석해 내 미래의 동향을 예측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
∙
∙

저는 제시문을 4분보다 일찍 끝냈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이 서류 기반으로 넘어갑니다.
두 분 다 입학 사정관이신 것 같고, 제시문 답에 대해 따로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면접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는 편은 아닙니다.
서류 기반 면접도 서류는 전혀 보는 것 같지 않았고, 그냥 공통 질문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미디어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제시문 면접 4분, 생기부 기반 질문 3분

질문 및 답변
제시문은 가, 나, 라, 다 총 4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21분 동안 풀 시간이 있었음.
<가>: 유교 인본주의
<나>: 칼뱅의 직업 소명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정신
<다>: 서양과 구분되는 동양 자본주의의 특징
<라>: 자본주의의 악영향
Q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A <신의 뜻을 따라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경제적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을 기반으로 한 개인 중심의
서양 vs 인간이 곧 신이고 오직 인간만이 존귀하며 배려 및 사랑을 주장하는 동양>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유교의 입장에
서는 개인 단위로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추구할 것이고,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한 자본주의 정신을 추
구할 것이다.
Q <나>, <다>를 바탕으로 윤리 사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보세요.
A 종교를 포함 윤리 사상을 개인의 행동에 구속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모여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교 문화 +
자본주의가 결합해 나타난 동양만의 특색 있는 자본주의이고, <다>는 기독교 문화 + 자본주의가 결합해 나타난 서양만의
자본주의이다. 나는 이 두 자본주의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이 특성이 달라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에 널리 퍼진 종교
의 영향이 구성원들의 특성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윤리 사상은 개인에게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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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나>, <다>를 바탕으로 <라>의 해결방안을 이야기해보세요.
A 최대한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 통합을 높이고, 탈관료제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
영향의 원인으로는 공동체 의식 약화, 과도한 경쟁이 있다. <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의식 강화, 사회 통합에 <나>에
나타난 금욕주의를 통한 적당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Q 우리 학과와 관련한 본인의 최종목표를 이야기해보세요.
A 내 꿈은 전세계인이 방송을 통해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공
감 능력이라 생각한다. 이 학과의 수업 중 디자인 씽킹이란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디자인 씽킹의 사례로 젊은
디자이너가 3년동안 할머니로 분장해산 일화 언급> 이후 노인의 입장에 더욱 공감하여 창의적이고 쓰기 편한 냉장고를
만들었다. 이를 보며 디자인 씽킹이야말로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발판이라 느꼈다. 이 학교에 입학해서 디자인 씽킹
수업을 통해 창의성, 공감 능력을 기른 후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Q 학교에 들어오면 가장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는?
A 나는 대인 관계를 다루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 PD라는 직업은 매체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휴먼 커뮤니
케이션과는 거리가 멀다면 멀수도 있지만 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대인
관계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 (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예시로 듦 ). 이렇기 때문에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관
심이 많고, 대학에 들어가 공부해 보고 싶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이 다른 학교에 비해 어렵지 않아서 최저 맞추면 갑니다. 파이팅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바이오의공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4분 + 생기부 기반 면접 3분
21분 제시문 준비 시간 주고, 작성한 종이 들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1번부터 3번까지 쭉 대답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가. 인지질 이중층
나. 자기장
다. pn접합 반도체
라. 전자기파의 일상적 쓰임
마. 식물이 광합성할 때 C14가 축적되는데, 동식물이 죽으면 C14는 사라져서 C12와 C14를 비교하여 연대를 추측한다.
1번. 가~라를 선택적 투과로 설명하세요.
2번. 1번의 용어와 비교하여 마를 설명하세요.
3번. 1번의 용어를 사회적 현상에서 찾아보고 설명하세요.
A 안녕하십니까
Q 네. 제시문 준비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1번부터 3번까지 설명해주세요.
A 네. 먼저 1번에서는 가~라를 선택적 투과로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가.는 인지질 2중층의 유동성과 선택적 투과 성
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에 있는 단백질은 통로 역할을 하여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줍니다. 예를 들
어 Na+, K+ 통로는 선택적으로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을 투과시킵니다. 나.는 밴앨런대 자기장이 유해한 우주선을 막아
주고, 위험하지 않은 대기만을 투과시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다.는 순수한 물질인 실리콘에 불순물인 갈륨, 비
소를 섞어 전자와 양공의 수를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전자와 양공의 수를 조절합니다. 라.는 전자기파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요. 의학분야에서 X선은 뼈를 투과하지 못하고, 뼈 주변의 살은 투과시켜 뼈의 형태를 나타냅
니다. 2번에서는 선택적 투과와 비교하여 마.를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마.는 살아있는 식물에서 광합성을 통해 C14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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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다가 죽은 후에는 C14가 사라집니다. 가~라의 선택적 투과와는 다르게 C14가 선택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3번에서 사회적 현상을 찾기위해 저는 선택적 투과를 선택적으로 선별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접근하였습니다.
가게에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상품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가게에 배치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라는 개념
을 생각했는데요. 사람의 학벌, 지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 유리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네, 다음은 생기부 기반 면접입니다.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가장 재밌게 배운 과목과 가장 재밌었던 단원명을 말해주세요.
A 저는 생명과학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단원 중에는 생명공학의 기술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Q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생명공학의 기술에 줄기세포가 소개되어있었는데,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가 소개되어있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성체 줄기세포는 완벽하지 않은 분화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
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게다가 면역 거부반응을 줄이고,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어 미래에
실험으로 사용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그 단원을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로 학습 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
으나 단일클론항체와 같은 개념은 교과서적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Q 바이오의공학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A 저는 바이오의공학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의 40~50대는 아직 디지털 기기와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하
지만 지금의 디지털과 친숙한 20~30대가 4~50대가 되면 디지털 적으로 자신의 몸을 케어하고자하여 의공학에 대한 관
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도 발전하여 미래에 전망이 좋다
고 생각합니다.
Q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A 먼저 고려대학교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꼭 나노바이오포토닉스 연구실에 들어가
서 저의 꿈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시문, 생기부기반 면접 모두 질문이 무난했으나 학추1에서는 어렵게 나온 적도 있으니 반드시 기출을 풀어보세요. 기출을 통
해 공통 용어를 뽑는 연습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꼬리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나 꼬리질문이 나오는 경우
가 많으니 생각하고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생기부기반 면접은 학과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의공학부

면 접 방 법

대기 → 학생부 기반 면접(9분) → 제시문 준비(27분) → 제시문 면접(9~10분) → 퇴실
- 순서마다 대기 시간 제각각이며 순서는 마구잡이식이다.

질문 및 답변
1. 학생부 기반 면접(자기소개 ×, 생기부ㆍ자소서보다 학과에 대한 관심 집중적)
∙ 바이오의공학과와 관련해서 한 활동?
∙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활동, 대회?
∙ 프로젝트(팀플)를 진행하면서 갈등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 전공학과가 향후 발전되는 방향, 필요한 것은?
∙ 고등학교 진학 전ㆍ후 자신이 가장 바뀐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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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문 기반 면접
∙ 주어진 시간 내에 제시문(가~마)를 읽고 답변을 종이에 적어가며 준비해야 함. 종이도 면접 후 제출하여 심사에 포함되는 것
으로 너무 성의 없이 적지 말 것.
∙ 주고 몇 개의 제시문을 엮어서 공통점을 찾거나 대비하는 문제임. 면접 전에 시간을 재면서 연습해보는 것이 좋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오므로 시간이 된다면 이에 대비해서 많이 생각해 놓는 것이 좋음.

기타 유의사항
전자기기(이어폰, 충전기 등 포함), 아날로그 시계 반입금지. 아는 친구 있어도 아는 척하지 말 것.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보건정책관리학부

면 접 방 법

8명 대기 – 이동 → 4명 대기 – 이동 → 제시문 풀이 (21분) - 이동 → 2명의 교수님과 면접 (7분)

질문 및 답변
1. 제시문 면접: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 자료 등재되어 있음
제시문 1번 항목 / 제시문 2번 항목 / 제시문 3번 항목
2 학생부 기반 면접
Q1

학생이 생각하기에 지원학과에 필요한 인재상은?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력(고독사와 관련해서 예시를 듦),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현실성
(현 금연정책과 관련해 예시를듦)

Q2

두 가지 인재상 중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은?
A 공감력, 동아리 활동 경험을 예시로 듦

Q3

그 인재상에 관련해 학교생활 중 했던 일은?
A 동아리 활동, 반장 경험을 제시함.

제시문 기반 질문이 학생부 질문보다 훨씬 비중이 크고 중요해 보임. 기출문제를 모두 출력해서 풀어보고 시간 안에 논제의 핵
심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함.
학생부 면접은 생기부 내용을 모르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음.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생명과학부

면 접 방 법

입장 후 대기(면접 순서 무작위) - 인성면접 - 제시문 고사실로 이동 후 제시문 풀이 - 제시문 발표 고사실로
이동 후 제시문 기반 면접 진행 - 퇴실

질문 및 답변
(인성면접)
Q1

준비해온 말 해보세요.
A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섞어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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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의료소외계층이 뭐죠?
A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조금 더 말했는데 잘 기억 안남.)

Q3

의료소외계층은 경제적 측면에만 해당하나요?
A 아니다.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적 측면도 존재함. 사례로 ‘위험분담제’ 제시함.

Q4

하고 싶은 일은 공학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생명과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A 식물을 공부하기 전에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기 때문.

Q5

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A 생명과학을 집어 말씀드리겠다고 미리 언급힌 후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점 말함.(일반적으로 아는 과학과 공학의 차
이 설명함)

Q6

둘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나?
A 기초과학적인 발견과 인간의 사용을 위한 응용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Q7

과학자들은 공학을 할 수 없나요?
A 할 수 있음

Q8

누가 더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A 그건 과학과 공학이라기보다는 정보 수집과 그 활용에서의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함.

Q9

식물을 꼭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A 동물에 비해 식물은 인간에게로 전이된 감염병 사례가 없어서 안전함.

Q10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있어요?
A 진행한 실험 말함.
Q11 과정을 말해보세요.
Q12 왜 했어요?
(제시문면접)
준비실에서 27분간 제시문 보면서 답변 준비함. 고사실 입장 후 문제에 대한 각 답변을 먼저 말하고 이후 추가질문 들어옴.
제시문은 ‘추론’이라는 중심어를 가지고 연역적탐구, 실증적 탐구의 차이점을 찾아내야하는 내용이었음. 문제 4번은 짧은 제시
문을 보고 ‘추론’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인공지능이 가져야 할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야 하는 문제였음.
(추가질문)
Q1

3번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사례 말고 생명과학과 관련한 사례는 없나?
A 생명체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이 변화해 온 과정 말함.

Q2

세기를 걸쳐서 밝힌 실험은 알고 있는거 없나?
A 다윈의 진화설이 현대 진화설로 바뀌어왔다고 말함.

Q3

4번에서 융통성이라고 답했는데 자율성과 융통성의 차이는?
(대답하기 전에 말을 바꾸심)인공지능이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알고 있던 사례 하나 언급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답함.

Q4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
A 위험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그 이외의 사람들이 소통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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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제시문 면접에서 사회현상과 연결짓기, 사례찾기 문제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사례를 생각해두어야 추가질문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음. 고려대 제시문이 특정 과목에 대한 제시문이 아니라서 전공과 관련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사례
최대한 생각해두는 게 좋을 듯 함.
꼬리질문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생기부 자소서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음. 자기가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는 정
확하게 알고 가야 함.(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이유 등) 꼬리 질문은 많았지만 면접 분위기는 좋음.
복장은 모나미, 정장, 일반 사복 등 다양했음. 복장에 대해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앉았을 때 편한 바지, 발 아프
지 않은 편한 신발 등 이쁘게 말고 편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음.(단정하고 편한 옷)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생명과학부

면 접 방 법

집합장소에 가면 조, 번호를 수험표에 적어줌. 번호대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다시 면접순서를 정함.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이동해서 면접을 봄. 제시문 교실에 가서 21분 동안 문제 확인하고
면접실로 이동함.
(tip. 가볍게 벗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을 추천. 물병 꼭 등고 가고 옆사람 방해되니까 다리는 떨지 말기.
신분증, 수험표 계속 검사하니까 잘 챙기기)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

기반 면접
DNA, RNA, 단백질 전사, 번역 과정
사회 계급 나누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남)
수소 전자 껍질에 대한 설명(n=1,2,3,...) E의 양자화
디지털에 대한 설명. 0과 1로 이루어짐
소리의 파동에 대한 설명.

Q1

(가)~(마) 공통되는 개념은?

Q2

(1)의 개념과 관련된 과학현상이 있을까요?

Q3

(나)~(마)와 달리 (가)만의 가지는 차이점은?

Q4

시간이 너무 남아서. 그럼 1과 반대되는 개념과 예시를 말해볼까요?

Q5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인성면접 질문
Q1

자소서에 생명과학에 흥미가 있어서 따로 공부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예는?

Q2

생명과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Q3

장래희망은?

Q4

생리학자가 되어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Q5

현재 관심있는 질병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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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수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기반 면접(약 10분간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1

동아리 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A 저는 3학년에 ‘도형 속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차곡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탐구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차곡선을 3차원 공간으로 확장시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으
로 해당 도형을 그려보고, 대칭성과 같은 성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항상 의문을 가지며 지식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1-1. 그 도형들이 가지는 성질 중에 대칭성 외에 성질은 더 없었는가?
A (대답하지 못함)
Q2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해 수학적 지식을 대중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거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A 저는 유튜브에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 업로드 되어있는 영상들을 참고하며,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좋을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등수학 내용과 연계
되는 대학수학 내용을 소개하여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상과, 일상생활 속에 활용되는 수학을
소개하여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영상, 이 두 가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수학교육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들어갈 때 몇조 몇 번인지 스티커를 준다. 그리고 조 내에서 무작위로 순서 정해서 자기 차례 되면
몇조에 몇 번째 면접자 나오라고 부른다. 같은 조는 같은 학과인 것 같다. 제시문 읽고 대답 적는 시간 14분,
제시문+생기부 면접 10분

질문 및 답변
1. 제시문 면접
Q 제시문 (가),(나),(다)를 읽고 공통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말하시오.
(제시문 (가)는 때가 비눗물에 들어가서 섬유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 (나)는 암모니아가 수용액에서 가지는 분자구조가
수용액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 (다)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
한 내용이었음.)
A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분리’라고 답함. 그 다음에 제시문 내용 한두문장 정도로 요약하고 ‘분리’라고 생각한 이유
도 한문장 정도씩 대답함.
Q 위에서 답한 개념으로 제시문 (라)를 설명하시오.
A 제시문 (라)는 전자가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는 글의 내용이었음.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없으므로 연속적
이지 않은, 즉 분리된 에너지 값을 가짐으로 ‘분리’라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함.
Q 위에서 답한 개념의 사회적 현상의 예시와 이유를 말하시오.
A 외국인 노동자나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라고 답함. 다수와 분리된 문화적 배경, 다수와 분리된 경
제적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었다
는 사실을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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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기부 면접
Q 학생이 수학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여러 수학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학관련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A 1학년 때 수학프로젝트 대회에서 ‘인형뽑기 속 확률’이라는 주제에 대해 탐구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형뽑기 기계
가 인형을 뽑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두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형의 어떤 부분을 잡
아야 최적일지 고려하였습니다. 기계의 집게가 잡을 수 있는 인형의 최대너비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위치의 인형을 잡아야 최적일지 고려하였습니다. 집게가 이동할 때 받는 충격량을 계산하여 벽면 쪽에 있는 인형을 뽑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 접근법을 통하여 어느위치에 있는 인형의 어떤 부분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 위치에 있는 인형을 뽑는 것을 여러번 시행하여 모평균을 기반으로 한 통계적 확
률을 도출했습니다. 저는 이 탐구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이나 새로운 탐구주제에 대해서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Q 집게가 이동할 때 받는 충격량을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A 물리시간에 배운 충격량 공식을 이용하여, 집게의 이동 속도나 가속도 등을 고려하여 인형 뽑기 집게가 벽면에 부딪힐
때, 천장에 부딪힐 때 받는 충격량을 구했습니다. 각 위치에 있는 인형을 뽑을 때 받는 충격량을 모두 구한 후 가장 적
은 충격량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인형을 뽑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Q 수학 과목중에서 가장 자신있는 단원이나 과목이 무엇이죠?
A 저는 기하와벡터가 가장 자신있는 과목입니다. 기하와벡터는 미적분이나 확률과통계와는 달리 풀이방법이 다양한 과목입
니다. 예를 들어 벡터의 내적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정사영을 이용하여 풀 수도 있지만, 중선분해를 이용하거나 공간좌표
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풀이방법들을 노트에 정리하고, 어떤상황에서 어떤 풀이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저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원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시문 읽고 대답 적는 건 a4용지 같은 곳에 하고 필기한 종이만 들고 면접실 감. 면접실 가면 제시문 책상 위에 있음.
면접실로 이동할 때 필기한 거 보면서 말하는 거 한번 정도 시뮬레이션 할 시간 있음.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식품공학과

면 접 방 법

1시 30분까지 입실. 바로 주의사항 공지. 선착순으로 부여받은 임시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순번 결정. 7분
간격으로 한 조에 한 명씩 이동. 36조까지 모두 36명이 한 면접 준비실에서 제시문을 21분 동안 읽고 주어진
메모지에 정리. 21분 후에 메모지만 들고 면접실로 이동. 짐은 면접실 앞 책상에 두고 면접실에 들어감. 면접
관 2명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교실에 앉아 있고 생각보다 거리가 가까웠음. 제시문 면접 약 6,7분, 생기부 기
반 면접 약 6,7분 하고 끝나면 바로 나가면서 휴대폰 받아서 퇴실.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기반 면접]
Q 준비된 질문 말해보세요
A
Q 시간이 남았는데 조금 더 할 말 없습니까?
A 예 괜찮습니다.
[생기부 기반 면접]
Q 생기부에 배운 내용을 더 탐구한다고 하셨는데 식품 공학 관련하여 더 탐구해본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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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학년 생물 수행평가 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말함
Q 식품 공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확하지는 않음)
A 식품 공학은 식품이 생산, 운반, 저장 되는 과정에서 식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우리는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술이 제 3국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관련하여 가장 와 닿았던 사례는 항아리 냉장고이다. ~(항아리 냉장고 원리 설명)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훨씬 내 자소서나 생기부를 안 본 느낌임. 지원 학과 관련 사례나 경험 위주로 물어봄. 구체적인 내용보다 크게 크게
물어보는 느낌임.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 일반면접: 교수 2명, 학생 1명 (10분)
제시문 면접: 교수 2명, 학생 1명 (제시문 준비 시간 27분, 답변시간 10분)

질문 및 답변
[학생부 일반면접]
Q1

조금 부족했던 과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과목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2

질문1에서의 이유를 보완하거나 극복하였는가?

Q3

자신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준 탐구활동이 있는가?

Q4

어려움을 겪었던 탐구활동이 있었나?

Q5

가장 의미있게 활동한 동아리 활동은 무엇인가?

Q6

중요했던 자율동아리는 무엇인가?(Q5와 다른 동아리로)

[제시문 면접]
제시문: (가) 태풍의 원리
(라)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자원 고갈 등)

(나) 흥분의 전도과정
(마) 실업률 증가에 따른 문제

Q1

(가), (나), (다)의 공통된 단어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Q2

질문1에서 답변한 단어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시오.

Q3

질문1에서의 단어로 (라)와 (마)를 설명하시오.

Q4

(가), (나), (다)와 (라), (마)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전

형

(다) 전자의 이동과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을 받은 후 약 20분간 풀이를 하고 10~15분의 대기시간을 갖는다. 대기시간동안에는 풀이를 할 수는 없고
자신이 쓴 것을 보거나 면접 연습만 할 수 있다. 그 후 안내에 따라 제시문 기반 면접과 인성면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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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제시문 자체에 문제가 함께 있다. 내가 푼 문제는 인지질의 구조, 탄소의 동위원소, 식물의 광합성, 불순물을 첨가해 만드는 반
도체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이들에 대해 선택적 흡수를 연관해 설명하라 말했고, 각각의 차이점도 물어보았다. 면접에 들어가
니 문제 1번부터 쭉 설명하라 하셔서 준비할 때 했던 것들을 말했다.
그 후 바로 인성면접을 했다.
Q “신소재 공학에 대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 말해 보세요.”
A “일본과의 수출, 수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탄소섬유산업이 활발해져 신소재공학에 대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말했다.
Q 신소재공학에 관해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과 단원명을 말해보세요.
A 신소재공학은 화학과 가장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는 공유결합을 4쌍이나 할 수 있고 가장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므로 탄소와 다른 원자들에 대해 배우는 “원소의 세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단원명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기타 유의사항
나는 아침면접이라 새벽버스를 타고 갔는데 잠을 잘 못자서 면접 때 힘들었다. 아침면접이면 전날에 미리 가서 하루 자고 면접
가는 것을 추천한다.
고려대는 면접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자소서나 생기부에대한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지원자가 지원한 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어
보는 것 같다.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역사교육과

면 접 방 법

1) 시험장 분위기
면접관님은 두 분이셨고 면접실은 생각보다 진짜 좁더라구요! 오히려 긴장이 풀렸어요!!
2) 시험 진행 방식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가번호순으로 조당 한 명씩 나와 줄맞춰서 다른 관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한 뒤에 여러 명이 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시문을 21분 동안 준비합니다. 그 후에는 또 면접실 쪽으로
이동해서 각 자 면접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나옵니다.

질문 및 답변
<제시문>
1. 나에서 가 비판
나 → 긍정적 기능 인정하되 부정적 영향 고려하여 과학기술 바라보는 자세 필요
가 → 4차산업 혁명으로 정보의 순기능(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음
2. (다)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 하나, 해결책
(다) 내용 요약하고 사례로 인공지능이 교사의 자리 대체할 것이라는 사례
해결책 : 적기조례?처럼 일방적인 기술 개발은 안됨
인간 고유한 역할 인지,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서는 인성적 측면
이 고유한 인간의 특성, 예시로 질문할 때는 인공지능 활용 → 질문 받는 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성적인 측면은 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잉규제 사례가 도무지 안 떠올라서 그냥 규제 전까지의 지문 내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답변이 형편
없을 바에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3. 가~ 라 종합해서 우리나라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위한 방안
(라) 우리나라가 법제도나 노동력 유연성에 있어 현저히 경쟁력 떨어진다는 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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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력 유연성 위해 제도적으로 직업 개발, 빅데이터 관련 직업
2. 교육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창의력 개발 수업 코딩이나 정보리터러시교육
3. 교사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vr ar 같은거 활용
<생기부>
Q 역사교사로서 필요한 자질 2개를 이야기해주세요.
A 1. 다양한 관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바탕이 되는 탐구적 역량이라고 생각함- 역사관련 책, 논문 읽고 이슈 접하기로
실천
2. 인문학적 사고- 역사는 지식만으로는 안 됨, 간학문적인 연구의 자세를 가지는 것
Q 인문학적 역량이 뭐라고 생각해요?
A 인문학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것, 사회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Q 그런 사례가 있나요?
A 2학년 독서 골든벨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읽고 흥미가 생겼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3학년 때 인문학
동아리를 조직함, 역사, 경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인문학적 소양 쌓음
Q 역사 관련 책 읽은 것 중 인상 깊은 것?
A “쟁점한일사” - 역사교과서 논쟁을 접하고 읽게 되었는데 한일 논쟁 속에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 알게 됨.

기타 유의사항
제시문은 솔직히 자신 없지만. 그래도 비언어적, 반언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비춰진 것 같아요!! 전
면접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역사교육과

면 접 방 법

∙
∙
∙
∙
∙

교수님 2, 학생 1 면접
제시문 풀이 21분, 제시문 면접 4분, 자소서, 생기부 기반 면접 3분
대기실, 면접 고사장이 다른 건물
제시문 면접 후 바로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면접 분위기는 딱딱함.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사회
나)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경계하자
다) 증기기관차의 증장에 따른 과잉 규제
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무슨 순위 비교
Q1

제시문 나의 관점으로 가 비판
A (기억이 잘 안남.)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초연결 사회는 사생활 침해, 감시사회의 도래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
음을 비판할 것이라 밝힘.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분명한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함.

Q2

다와 비슷한 현대사회 예시 설명
A 답변 약간 억지스러웠음. ‘제도’로 인한 과잉 규제 예시가 준비 시간에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아서 무인화 기기 키오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반응에 대해 말함. 로봇세 같은 걸 말했어야 했는데.. 면접장에서 나오니 생각났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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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나다라를 종합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방안
A (기억 잘 안남.) 인프라 구축하고 제도 완화하여 산업혁명을 선도함과 동시에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 인간만이 갖는 고유
한 자치를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아실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밝힘. 시간 다
됐다고 말하는 도중에 자르심..ㅜ

Q 이제 자소서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교육가가 가져야 하는 자질 2가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A 끊임없는 자기개발 -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더 깊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전
달하려면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성찰을 통해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나가야 함.
열린 사고와 거시적 안목- 사회과 교사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정
보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세상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
Q 시간이 다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꾸벅 및 퇴장)

기타 유의사항
∙ 면접 분위기 푸는 질문 그런 거 없음. 면접 분위기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은 아니었음. 정신줄 잘 부여잡으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면접 시간 조절하는 연습 잘 해야 합니다.
∙ 사전에 면접시간은 10분 내외라 공지되었고, 정확한 시간은 면접 시간을 당일에 알려줬다던데 제 대기실에서는 어떤 공지도 없
었어요.. 면접 시간 분배를 정확히 모르겠으면 꼭 질문해서 저처럼 말 잘리지 않길 바랍니다.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자유전공학부

면 접 방 법

10분 간 제출서류기반 질문 / 30분간 토론면접

질문 및 답변
건물 들어가기 전 수험표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면 수험표에 있는 QR코드 삑 찍고 수험표에 조와 가번호 적어줌. 그 후 4층
넓은 강의실에 모여서 대기. 나는 1~7조 모이는 곳에서 대기함. 8시20분까지 입실인데 8시에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음. 20
분되자 수험생 안내사항 듣고 나서 폰 시계 태블릿 등 전자기기 수거함. 대기 중에는 옆에 다른 수험생이랑 대화 못함. 조별로
조교가 면접 순서 정해주는데 면접 순서랑 가번호는 다름. 가번호는 6번이었는데 면접순서는 7번째였음. 8시40분부터 9분 간격
으로 조별로 한명씩 짐 다 싸서 나감. 나는 9시30분쯤에 나감. 인솔조교 따라 나가서 다른 층으로 이동해 크기가 좀 작아 보이
는 교실 앞에 대기함. 3분쯤 뒤에 면접 끝난 학생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감(입구랑 출구랑 같았음).
좌측엔 교수님(남)이신 것 같고, 우측엔 입학사정관(여)이신 것 같았음. 들어가니 환하게 웃고 계셨음.
A 안녕하십니까
Q 뭐 물어볼거같아요?
A 지원동기 물어 보실 것 같습니다.
Q 지원동기는 자소서에 있잖아요.
A 사회역학에 대해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진로희망을 사회역학자로 했었고 자소서 내용도 사회역학에 관해서 씀.)
Q 사회역학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허허 그럼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A (사회역학에 대해 답변~, 준비했던 답변함.)
Q 수상이 진짜 많네요. 의미 있었던 수상 있나요?
A (3초 생각하는 척하고) 저는 토론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준비했던 대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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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봉사활동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A 교육동아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매달 방문한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했던 답변~)
Q 잘하는 거 있나요?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하셔서 살짝 당황)
A 탁구를 조금 잘합니다. (두 분 다 웃으심)
Q 학업적인 측면에서는요?
A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학업관련 준비했던 답변~)
Q 자신의 특징을 설명해주세요.
A 저는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 들면서 답변, 역시 예상했던 질문)
Q 사회 역학자를 몇 퍼센트나 목표로 삼고 있나요? (이게 핵심 질문인 듯)
A 제가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한 이유는 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사회역학자의 꿈을 품고 있지
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학교 모의면접에서 선생님이랑 준비했던 답변함.)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교사도 해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꿈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함.)
Q 다음면접도 꼭 잘 보세요~(웃으며)
A 감사합니다!
꼬리질문 거의 없었고, 생기부 자소서 기반질문도 아예 없었음. 형식적으로 봉사나 수상에서 간단하게 물어봄.
(다른 면접 후기를 살펴보니 자유전공학부는 포괄적으로 질문한 거 같습니다. 타과는 세세하게 물어봤다고 함.)
나오니까 인솔조교가 기다리고 있었고, 조교따라 바로 토론면접대기실로 이동함. 다른 애들이 다 면접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함.
나보다 먼저 면접한 친구도 기다리고 있었음. 응답지 메모지 제시문 3장을 주는데, 응답지 메모지에 조랑 가번호만 쓰고 제시문
은 엎어놓고 열어보지 말라고 함. 애들 다 오니까 27분간 제시문 읽으며 토론준비 시작함. 응답지 메모지만 토론장에 들고 갈 수
있고 응답지는 123순위 적으면 됐고, 메모장에는 할 말이나 논제나 근거를 적어두는 용도임. 토론면접은 같은 조 애들끼리 3명이
나 4명이서 하는데 나는 4명이었음. 면접장 들어가면 123순위 적어놓은 응답지는 면접관이 보실 수 있게 앞에 꽂아두고 메모지
는 적을 수도 있고 보고 읽을 수도 있음. 토론장 책상에 제시문 부착돼있음. 교수2명 입학사정관1명 있었는데 교수들은 토론 중
에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고, 입학사정관은 토론순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함. 예를 들어 ‘1번 토론자 개인발표 시작해주십시오.’라
고 말을 해주심.
제시문
인공지능개발자로서 생명존중을 1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인공지능개발에서 윤리적 가치 고려사항 6개중에서 3순위설정하기.
인간적 가치 추구 (인간의 존엄과 권리) / 공정성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함) / 공익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 투명성 (결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함) / 합법성 (법과 제도에 알맞아야함)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전기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 순서가 되면 제시문 면접 준비 시간을 20분 줌.
제시문을 주고 필기를 할 수 있는 종이를 주는데 이걸 면접장까지 들고 가서 보면서 말할 수 있음. 시간이 끝
나면 학생 1명 대 교수 2명으로 면접을 7분 내외로 함.
제시문 면접 4분, 일반 면접(생기부 기반) 3분을 줌. 중간에 대기실에서 면접장까지 꽤 많이 걸어야 함. 바로바
로 시작하는게 아니라서 긴장이 덜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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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제시문 먼저
기출문제들보다 문항 수가 줄어든 대신 준비시간도 줄어든 것 같음.
먼저 지문이 기억하기로는 5개 있었다. (핵심 내용을 적음. 실제 지문은 더 길다)
가. DNA와 RNA 사이의 번역과정과 단백질 만드는 과정
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로 구분된다.
다.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에 따라 양자화 되어있는 전자들에 대한 설명
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설명, 0과 1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한다.
마. 파동에서 한 파장에 대한 정의와 정상파 형성될 때 음의 높낮이에 대한 설명
문제]
Q 위 지문들에서 떠오르는 공통 개념을 제시하시오
Q 1번에서 제시한 개념이 적용된 과학 현상을 설명하시오
Q 5개 지문에서 이질적인 것 하나를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A 개념은 ‘구분된다’ 이다. 가 에서는 DNA와 RNA가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작업을 수행한다. 나 에서는 지문 그대로 경제
력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로 구분된다. 다 에서는 전자들이 에너지에 따라 구분되어있다. 라 에서는 0과 1로 구
분된 입출력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한다. 마 에서는 골과 골 사이를 한 파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진동수의 차
이에 따라 높은 음과 낮은 음으로 구분된다.
A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 전부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지구과학에서 예를 찾자고 생각했다.) 지구과학의 암석의 분류를 예
로 들 수 있다. 화강암과 현무암의 색깔, 알갱이 크기 등을 과학적 이유를 들어서 설명함.
A ‘가’ 지문이 이질적이다. 다른 지문들은 ‘수치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가’ 는 기능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수치
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치화할 수 있는 이유를 각 지문마다 설명함.)
그 다음 생기부 기반 일반 면접을 바로 시작한다. 제시문 면접이 30초 가량 남았었지만 추가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일
반 면접으로 넘어갔다.
Q1

고등학교에서 심화된 공부를 했던 경험. 전기전자공학부인 만큼 되도록이면 그와 관련되어서?
A (전기전자와 관련되어 심화공부했던 경험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 대신 3학년때 했던 물리 법칙을 증명했던 경험이
바로 떠올라서 대신 그걸로 말했다.) 전기전자공학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인상깊었던 경험이 바로 떠올라서 이걸로 답변
드립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포물선을 응용한 문제를 보았고 이걸 통해 최소 시간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수학을 통해
물리 법칙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시도하였습니다...(실제로는 더 구체적으로 답변했었음. 생기부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때 적지 못했던 세부적인 증명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Q2

전기전자공학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A (생기부에 전자공학이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한 내용을 생기부에 많이 적어놓았었기 때문에 생기부에 적은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게 말했다. 여러번 찾아보았던 내용이라 막힘없이 대답이 술술 나와서 실제 면접시간보다 조금 초과했다고 면
접이 끝나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다.) 전자공학은 이제 거의 모든 첨단 공학분야에 적용이 됨.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제도를 함께 준비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면접 볼 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답변했지만 전체적인 틀밖에 기억이 안나서 이정도로 적는다. 일단 교수님 두 분 다 인상이
좋으셔서 긴장이 전혀 안됐다. 압박면접 그런거 없으니 편하게 보고 나오면 될 듯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았
다. 면접 학원을 따로 안다녀도 될 것 같은 문제들만 물어보니 막 돈 들여가면서 준비하지 마라.

기타 유의사항
휴대폰, 보조배터리, 충전기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다 제출해야 된다. 특히 손목시계도 제출해야하니 까먹지 말 것. 가방 들
고 가도 제출해야 된다. (신용카드는 제출 안해도 된다고 했다..) 면접 전이랑 후 친구랑 얘기하면 바로 부정행위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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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7분
면접위원 2명 (중문과 교수님, 입학사정관 1분씩 계신 것 같았음)
대기실-제시문 준비-제시문 면접-생기부 면접 (제시문, 생기부 면접 이동 없음)

질문 및 답변
[입실 전]
1시 반 입실인데 새벽 5시 반 기차를 탔기 때문에 고대에 9시 반에 도착했다. 고사실인 SK미래관 위치을 확인하고 안암역 2
번 출구 근처 카페에 가서 최종 면접 준비를 했다. 기출 문제로 제시문 기반 준비를 하려 했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되길래 그냥
생기부 기반 준비했다. 카페에는 생기부 복습하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다.
[입실]
오전에 SK 미래관이 어딘지 확인했음에도 잘못 보고 사람들 가는 길 따라 우당교육관? 다른 학과들 면접 보는 건물로 들어갔
다.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듯이 여권하고 수험표를 확인하는데 그 앞에서 재학생분들이 정말 크게 응원해주신다. 2차 신분확인 받는
데 건물 잘못 왔다고 안내받아서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30분이나 남았기에 애써 침착한 척하고 SK 미래관으로 갔다.
중어중문은 22-24조였는데 가번호가 24조 5번이길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릴 작정하고 있었다. 막상 입실하고, 소지 금
지 물품 걷고, 면접 순서 확인하는데 22, 23, 24조 순서가 아니라 각 조 안에서 순서가 또 다시 배정돼 당황했다. (가번호 24조
8번인가,, 우리 조 첫 순서로 들어가더라) 결국 4번째로 면접을 보았고, 한 30분 대기한 것 같다. (면접 보고 나오니까 2시 45
분이었다)
[면접]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제시문 준비시간이 14분 (작년 20분이었음, 제시문하고 발문도 각각 3-4개에서 2개로 줄었다), 면접 시간
이 약 7분? 정도였다. 면접 대기실은 일반 강의실이고, 지문이 클리어 화일에 담겨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메모지는 A4 딱 한
장 주어지고, 이 메모지는 면접 끝나고 반납해야 한다.
- 제시문 면접관이 계셨고 생기부 면접관이 계셨다.모두 여자 분이셨는데 인상이 정말 좋으셨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긴장 되나요?
조금요 ^^
긴장하지 말고~ 면접 몇 개에요?
(? 왜 물어보는 거지) 대학교 면접으로는 한 개입니다. (사실 말하고 왠지 후회했는데, 면접 내내 긴장한 티가 나서 차라리 첫 면
접이라고 말한 게 다행인가 싶었다)
오~ 그럼 우리가 처음인가보네 호호호~ 잘해보세요~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제시문 기반]
(가) 첫 단락은 정의(justice)에 대한 설명, 둘째 단락은 분배정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셋째 단락은 다른 종류의 정의, 넷째
단락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다, 성공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나) 세금 환급율에 대한 표가 있는데,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 세금이 많이 환급되는 정책 A,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 세금이 적게
환급되는 정책 B가 나타나 있다.
Q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A,B 중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임?
A A,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달리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A 정책에 따라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달리 분배’라는 것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
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는 경제적 지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하는 정도가 경제적 지
위를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할 때 B 에서 A로 생각이 달라졌는데, 면접이 끝나고 수만휘를 보니까 A 선택한 사람이 B보다 많긴 했다. 하지만
B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도 많을 것 같다)
Q 밑줄 친 부분 (한국인들이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의 예시와 해결 방안?
A 한국 불평등의 예시로는 당장 ‘부의 세습’이 떠오른다. 금수저 은수저하는 ‘수저론’처럼, 한국에서 부는 세습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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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이는 특히 교육에서 드러난다. (부의 세습이 교육 기회의 차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 그리고 그 해결방안
으로는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와 더 좋은 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은 여러 장단점이 있기에 기본소득이 해결책이라고 확언은 못 하지만, 비슷한 목적의 정책이 필요하다.
+ 추가 질문 : 아까 1번 답변에서 A정책을 선택했고,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소득 정도가 아
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회에의 기여 정도인가?
A 1차적으로 소득 정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분배된 결과라고 보았다.
(설명설명)
그럼 생기부 기반으로 넘어갈게요~
Q 중어중문학과를 지원했어요~ 중국어가 표현력, 창의력, ㅇㅇ력이 참 중요해요~ (둘러둘러 설명하심) 이런 능력을 발휘한 활동
같은 거 말해볼래요?
A ??? (표현력? 창의력? 중국어?) (중국 관련 활동을 할까 하다가, 그냥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으로 준비했던 국제교류 활동
을 말했다) 대략 자발적으로 국제교류 동아리 사업에 지원하고 인도 국제교류가 성사된 것, 인도 국제교류 토의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 다른 국제교류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기획하고,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등...
조금 횡설수설했지만 마무리는 어찌어찌 함. 국제교류 준비 과정에서의 ~~능력들을 강조했음.
Q 중국어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네 ㅎㅎ) 그러면 중국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A ???????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학습하면서 중국어는 꽤 흥미로운 언어라고 생각했다. (면접관의 의문 가득한
시선) 그러니까, 한국어와도, 영어와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제시문 면접관: 엥? 그래요? 생기부 면접관: (끄덕끄덕)) 처음
에 배울 때는 발음이나 한자 부분에서 한국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배울 때 자발적으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
었다. 그리고 통사 구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영어와도 비슷했다. 그래서 배울 때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고
려대학교에서 이 언어와 이 언어에 함축된 정서를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Q (정확한 질문은 기억 안남) 중국의 특성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본 적 있어요?
A 중국으로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적 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것, 또 중시하는 것, 예를 들면 面子
같은 개념을 적용한 마케팅 방법을 고안했었다. 또 중국이 기술 면에서나, 실생활 면에서나 (마무리 마무리 손짓하심,, 당
황해서 횡설수설했지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阿里旺旺과 같은 중국의 기술도 적용했었다.
수고했어요~ 어이구 시간 잘 맞췄네~
감사합니다! (퇴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질문에서 티는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당황했다. 예상 질문, 답변 준비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
다… 질문들이 중국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도 예상 질문 답변 준비한 것을 응용해서 어찌어찌 답하긴 했는데, 후배 친
구들은 학과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인성이나 공통 질문도 학과랑 연관지으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지구환경과학과

면 접 방 법

1. 제시문 숙지 21분, 메모지 별도 제공, 제시문에는 별도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있음.
(볼펜 놓여 있음, 개인 필기구도 사용 가능)
2. 메모지만 들고 면접실에 입실, 면접 시간 : 총 7분(제시문 4분, 생기부 3분)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가)인지질 2중층 세포막에 대한 글
(다)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과 p-n접합 다이오드
(마)탄소의 동위원소 비를 활용한 식물 화석의 연대 추정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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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로운 우주선을 차단하는 지구의 자기장
(라)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활용 양상

∙ 고려대 ∙

문제1) (가)~(라)를 ‘선택적 투과’의 개념으로 설명하시오.
문제2) 문제1의 공통개념과 (마)를 비교하시오.
문제3) 문제1의 공통개념이 드러난 사회현상의 예를 설명하시오.
(제시문 설명 제한시간이 4분. 다 말하고 나니까 추가질문 없이 바로 생기부 질문)
Q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지원학과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것은?
Q 그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Q 그 이유는?
Q 그 부분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극복 방안은?

기타 유의사항
∙ 면접관들이 굉장히 친절하셨다. 생기부 면접 도중 말이 잘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진정시켜
주셨다.
∙ 제시문은 생각보다 쉬웠다. 21분 정도면 충분했고 빨리 생각해놓고 4분 동안 말할 방식을 생각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제시문 보고 나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바로 앞 사람이 면접을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간이 꽤 여유가 있다. 그동안 메모지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지구환경과학과

면 접 방 법

별도의 건물에서 수험생 모두 대기하다 순서대로 다른 건물로 이동 → 제시문과 메모지를 주고 21분간 문제를
풀며 메모해놓고 면접 시 참고하며 답변하는 방식 → 면접관 2명과 1명의 수험생으로 이루어진 면접 방식, 제
시문 문제를 먼저 풀고 바로 학생부 면접 이어서 실시

질문 및 답변
1. 제시문 기반 면접 (4분)
(가)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 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지문
(나)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하는 것을 설명하는 지문
(다) 반도체의 도핑 과정과 p, n형 다이오드에 대한 지문
(라)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특성에 관한 지문
(마) 죽은 생물과 살아있는 생물 내의 탄소 동위 원소비 변화를 통한 연대 추정법에 관한 지문
Q1

(가)~(라)를 ‘선택적 투과’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A (가)는 세포막의 기본적인 구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역할인데, 수용체 단
백질에는 어떤 물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투과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나)에서는 태양풍에 관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풍이란 태양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나 양성자 등이 지구를 향해
날라오는 것으로, 지구에는 외핵의 운동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장 덕분에 지구는 고에너지 입자를 선택적
투과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지구는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다른 것을 투과시킨다는 점에서 선택적 투과
의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에서는 반도체에 도핑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
지 않지만, 도핑 과정을 거쳐 전자가 흐르고 서로 다른 반도체로 전자가 흐를 때, 전자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서 선택적 투과를 떠올렸습니다. (라)에서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원자력 발전
소에서도 발생합니다. X선이나 감마선은 얇은 종이는 뚫을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뚫을 수 없
는 점에서 선택적 투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X레이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단단한 뼈는 뚫지 못하지만 물렁물렁한
부분은 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투과의 개념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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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1의 ‘선택적 투과’와 (마)를 연관 지어 설명하시오.
A (마)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 중 생물에서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있을
때는 질량수 12짜리 탄소와 14짜리 탄소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생물이 죽으면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그
대로지만 14짜리 탄소는 계속 붕괴하여 그 밸런스가 깨집니다. 즉, 살아있을 때는 탄소의 비율은 비 선택적 투과를 하지
만 죽고 난 후는 탄소가 선택적 투과를 하게 됩니다.

Q3

1의 개념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현상은?
A 저는 선택적 투과는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사회에서는 곧 차별로 나타날 수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문화 중심주의나 더 나아가 극단적인 국수주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예를 들자면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을 것이고,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국의 중
화사상이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나 천하도를 보
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거대하게 그려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부 기반 면접 (3분)
Q1

고교 시절 중 재밌었던 교과와 소단원
A 저는 당연하게도 지구과학 분야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데, 외국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관광자
원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지질 자원이 궁금해졌고 부산 지질 공
원을 답사하였습니다. 혼자 그리고 처음이어서 인터넷에 의존하여서 무척 어렵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지질학적으로 그
리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꼬리 질문: 그곳에서 뭐 볼 수 있었나?
A 부산 지질 공원은 백악기 말 호수에서 쌓인 퇴적층이 드러나 이암 사암 역암이 교대로 쌓여있는 층리와 파식대나 해식
절벽과 같이 매우 아름다운 지질 자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악기 말 다량의 퇴적물이 한 번에 쌓이면서 만들어
진 슬럼프 구조나 단층이 파쇄되며 생긴 꽃다발 구조, 접촉변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구상 혼펠스와 같은 신기한 지질 구
조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꼬리 질문: 지질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A 네 요즘은 지질학뿐만 아니라 대기학에도 관심이 가 미세먼지 문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꼬리 질문: 답사를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예요?
A 으음 해수면이 어떻게 상승하고 하강하는지에 관한 것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찾아보았나요?
A (약간 머뭇거리며) 으으음...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주심)
Q2

지구환경과학과의 비전,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요즘 지구환경과학과에 있어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새롭게 재난으로 선포된 미세먼
지라든지, 매년 찾아오는 태풍이라든지. 모두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자연재해들입니다. 지구환경과학과는 이
러한 재난을 어떻게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대응방식이 필요한지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비전있고 유망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 책이나 생기부, 독서 정리, 답변 정리한 거 들고 오는 것이 좋다.
∙ 전날 가면 건물 위치 파악해놓기

전

형

지 원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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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대기실(우당교양관) → 준비실(SK미래관) → 면접실(SK미래관)
준비시간(제시문 읽는 시간) - 21분
제시문에 관한 내용은 4분 이내로 말해야 함.
면접관분들은 제시문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 개입하지 않음.
1, 2, 3번 순서대로 알아서 답변하면 됨.
제시문 답변이 끝나면 학생부 면접을 시작함.
총 면접 시간은 7분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가)
(나)
(다)
(라)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 DNA→RNA로 유전정보를 전사, RNA에서 단백질 합성(번역)
계급 | 경제적 요소에 따라 집단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한 것
n=1인 상태, n=2일 때는 첫 번째 들뜬상태, n=3일 때는 두 번째 들뜬상태이다.
시계나 속도계 같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이고 2진수처럼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이다.
(마) 소리는 종파의 특성을 가진다. 유리병 입구에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낼 때, 물이 많으면 높은 소리, 물이 적으면 낮은 소리
가 난다. 그 이유는 정상파 때문이다.

Q1

(가)~(마)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과 그 이유는?

Q2

1번에서 말한 개념의 예를 과학현상에서 찾아보시오.

Q3

(나)~(마)를 읽고 (가)에서만 가지는 차이점을 말하시오.
A 저는 (가)~(마)를 읽고 ‘구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가)에서는 DNA와 RNA가 하는 역할을 구분했기 때문에 구분
을 떠올렸습니다. (나)에서는 경제적 요소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떠올렸습니다. (다)에서는 주양자수에 따
라 상태를 구분했기 때문에 구분을 떠올렸습니다. (라)에서는 시계나 속도계 같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정
보는 아날로그 정보이고 2진수처럼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라고 정보를 아날로그, 디지털로 구분
했기 때문에 이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에서는 유리병 입구에 바람을 불었을 때, 물의 양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
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2번의 답으로는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을 떠올렸습니다. 저분자에서 고분자
를 만드는 작용은 동화 작용, 고분자에서 저분자를 만드는 작용은 이화 작용으로 구분해놨다는 점에서 이를 떠올렸습니
다. 마지막 (가)에서만 가지는 차이점은 (나)~(마)는 정보를 단지 구분하여 나타내기만 했지만 제시문 (가)는 정보를 구분
하고 단계별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Q 컴퓨터학과와 가장 관련있는 교과목?
A 저는 수학이 컴퓨터학과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프로그래밍의 기본인 알고리즘 작성
을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작성을 할 때에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컴퓨팅 사고
력이 필요하고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의 문제해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컴퓨터학과와 수학이 관련있다
고 생각합니다.
Q 어떻게 공부했나?
A 저는 방학마다 친구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풀이를 서로 발표
하고 답지를 절대 보지 않고 풀이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지와 비교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공부
하였습니다.
Q 컴퓨터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
A 저는 컴퓨터가 없었다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
보인데 그 정보를 다루는 수단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었다면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Q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A 저는 교내 영재학급 활동에서 ‘거리 유지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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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전부 다 만든 겁니까?
A 네. 드라이버 모듈과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차량을 만들었고 코딩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차량 앞에 부착하여 실제 자동차에 있는 긴급제동장치시스템을 재연하였습니다.
Q 그럼 차량 두 대로 이를 만든 겁니까?
A 네. 학교 축제 부스 운영을 할 때, 차량 두 대를 만들어 뒷차를 더 빠르게 만들어서 앞차를 감지하여 멈추는 상황을 세
트로 만들어 재연하였습니다.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컴퓨터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형식: 개별 제시문 · 서류 확인 면접 / 문항 유형: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확인 면접
면접 인원: 교수님 2, 학생 1 / 면접 시간: 제시문 21분, 면접 7분(제시문 4분, 서류 확인 3분)
유의 사항: 전자기기 모두 반납,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1) 입장 전
우당교양관 가려면 고려대역보다 안암역에서 내리는 게 더 편해요. 비가 와서 가는 길에 천막이 다 쳐져 있었어요. 건물 앞에
서 수험증이랑 신분증 확인하고 몇 걸음 안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어요. 도착한 순서대로 가번호 부여받고 안
내 따라 엘리베이터 타고 대기실로 갔어요.
2) 입장 후
휴대폰부터 USB, 아날로그 시계까지 모든 전자기기 다 수거해 갔어요. 실제로 그날 오전반에 손목 시계 안 내서 불합격 처리
된 사람이 있었대요. 가번호가 면접 순서는 아닌데 가번호로 뽑아서 면접 순서는 완전 랜덤이었어요. 저는 하필 맨 마지막이어서
3시간 기다리는데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요. 몇 시 몇 분에 정확히 출발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이동하고 한참 걸어서 또
다른 준비실로 갔어요. 준비실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또 걸어서 제시문 있는 방으로 갔어요. 21분 제시문 숙독하고 또 걸어서 면
접실 앞에 앉았어요. 좀 기다리다가 드디어 면접 보고 나왔어요.
3) 면접
제시문] (가)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할 때 DNA의 역할과 RNA의 역할 설명
(나) 사람들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다는 설명
(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 양자화 설명
(라) 아날로그와 이진법 정보처리방식 설명
(마) 정상파가 생성되는 원리 설명, 유리병을 불었을 때 소리의 높낮이가 다른 이유 설명
문제] 1) (가)~(마)를 읽고 공통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말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2) 1번에서 연상한 개념을 자연현상에서 찾고 설명하시오.
3)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마)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답변]
Q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A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Q 자리 앉아서 제시문 답변하세요.
A 1번 문제 답변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마)의 공통되는 개념은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가)는 DNA와 RNA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제시문 (나)는 사람들이 가진 자본의 양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고 구분~. 제시문 (라)는 아날로그와 이진법 구분, 이진법은 0과 1로 구분~. 제시문 (마)는 밀과 소
가 구분, 정상파를 만드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구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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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에서 ‘구분’의 개념을 찾았습니다. 물리에서는 물질의 상태~. 화학에서
는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에 따라 다른 물체로 구분되는 탄소 이성질체~. 생물에서는 핵의 유무에 따라 진핵/원핵생물 구
분~. 지구에서는 지구 내부 구조가 구분~.
A 3번 답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만의 차이점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시문을 보면 ~, (가)는 DNA와
RNA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사회현상에서 찾아볼래요?
A (숨 쉴 틈도 안주고 물어보셔서 좀 놀람) 저는 반대되는 현상이 ‘공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에서 이를 찾자면 요즘
의 세계화, 다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인종, 문화 등을 철저하게 구분했지만 요즘은~.
개별 질문 및 답변]
Q 평소 교과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조금 더 심홪거인 공부를 한 경험과 이를 통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배운 것 말해볼래요?
A (자소서 1번 내용 좀 보충해서 컴퓨터 쪽으로 말했어요.)
Q 그래서 그 활동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A (수학 쪽으로 결과 말했어요.)
Q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더 배우게 된 건 정확히 어느 분야인지?
A 중요하게 느끼지 못했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배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후에 텍스트 마이닝을
따로 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Q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느 쪽인지?
A 인공지능과 임베디드 시스템을 융합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Q 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하... 애니웨이 그럼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 말해볼래요?
A 인공지능의 장점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인공지능의 단점은 개인 정보 보호 취약점과 불쾌한 골짜기~.
Q 마지막인데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잘 가요.
A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4) 면접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개별퇴실.

기타 유의사항
마지막까지 기다리려니 정말 지겨웠어요. 그리고 고려대는 뭐가 그리 넓은지 면접 대기실에서 준비실, 제시문 준비실, 면접실
가는 길이 한참이었어요. 면접관님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인상이셨는데 자꾸 혼잣말로 영어를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제 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질문하셔서 머릿속으로 생각 정리할 시간 같은 건 없었고 끝나고 나니 뭔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티
키타카가 엄청 빨라서 면접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면접 시간이 너무 짧아서 허무했어요. 개별 면접 내용은 제 생기
부나 자소서 기반이라기보다는 그냥 공통 질문 같아요. 수만휘 찾아보니까 거의 똑같이 물어봤더라고요.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행정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면접, 토론면접

질문 및 답변
- 생기부기반
면접관 인상이 좋았음. 한 분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소개영상에 나온 분이셨는데, 익숙한 얼굴이어서 편했음. 책상이 있었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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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관과 나 사이의 거리는 적당히 거리 있는 정도? 크게 말하면 좋을 듯. 자신감도 가져야함. 두 분 번갈아 보면서 답변하기. 질문
끝나고 바로 답변하지 않기
Q1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가장 공들이고 노력한 활동

Q2

활동 시작한 계기

Q3

활동이 학과와 어떤 관련?

Q4

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지원했나?

Q5

다 행정학과를 지원했나? 다른 학과도 지원했나? 학교는 안 말해도 된다.

Q6

행정학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라고 생각하나?

Q7

30초 가량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 토론면접
학생부면접 끝나고 바로 어떤 강의실에 들어갔음. 엄숙한 분위기. 개인 필기구 못 씀. 원래 35분 준비로 알고 있었는데, 27분
밖에 안 줘서 당황했음. 주제는 인공지능 개발자로서 공정성, 공익성,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합법성, 인간의 가치 존중 중에 세
가지를 우선순위를 두어 고르라는 제시문 이었음. 사실 이전의 주제와 다르게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고 사회적인 내용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이건 다들 마찬가지였을 듯. 본인은 인간의 가치 존중>공정성>투명성 순서로 함. 응답지는 주어진 마카로
적어야 하고, 메모지는 한 면만 써야 한다고 함. 본인의 것 적는 것도 좋지만 선택 안한 것에 대한 질문 생각해보는 것도 좋음.
응답지 적는 시간에 토론 순서도 나와 있는데 모르면 보시길. 영상에는 3명이 토론했는데, 본인의 조는 4명이서 함. 약간 일부러
그러는 듯.
일단 본인은 네명 중 4번이었음. 참고로 마지막 최종발표 때 2분 준비시간 주는 것 말고는 준비시간 없으니 들으면서 상대방
입장 적고 질문거리 만들어야 함. 이게 좀 빠듯함. 사실 본인은 같은 질문 여러 상대에게 했음. 물론 다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함. 처음 개인 발표 때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음. 일단 시간 분배 잘하는 것도 중요함. 사실 주제가 흔한 주제는 아니었기 때
문에 답변이 다 달랐음. 그래서 다행히도 촉박한 시간에서도 질문이 용이했다고 생각함. 다른 친구들이 다 여학생이었고, 긴장한
티가 많이 나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생각함. 경청의 태도도 중요함. 그리고 질문 안 떠오르면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해도 괜찮
을 듯. 모두에게 골고루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시간 없어도 그런 것이 더 옳음. 마지막 발표 전에는 2분 주어지는
데, 이때는 반론와 이에 대한 반박, 보완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는 것을 언급
하여 화목한 분위기 형성함. 일단 목소리를 키우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대화 형식으로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

기타 유의사항
학생부 기반 면접 먼저 하고, 이후에 토론 면접 함. 전체 대기실에서 나오면 이후에는 자료 볼 시간 없으니 대기실에서 자료
많이 보시길. 사실 생기부에 대해 깊은 내용은 안 물어보니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 동기,
계기, 과정, 결과, 의미, 학과와의 관련성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좋음. 본인은 지원동기 안 물어봄. 마지막에 시간 남아서 하
고 싶은 말 하라고 했음

전

형

학교추천2

지 원 학 과

행정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순서 완전 랜덤 (1시 30분까지 입실완료. 2시부터 면접시작)
면접 시 우당교양관 – 5K 미래관으로 이동함. / 완전 블라인드 면접
21분 동안 제시문 속독하고 메모장에 필기하여, 4분 동안 제시문 면접 후 3분 동안 생기부 면접
(이 때 자신이 가져온 필기구 쓰는 거 가능 없으면 모나미측 색볼펜 지급)

질문 및 답변
<제시문 면접>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기록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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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Q1

초연결 사회 – 4차 산업혁명(기술, 인간, 물체 연결)
과학기술지상주의에 던지는 비판
영국의 적기조례
우리나라 경쟁력이 타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래프(도표)
제시문 나의 관점으로 가를 바라보시오.

A 현재 우리는 초연결 사회 즉,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은 인간과 물체간의 경계를 흐리고 인간이
서있을 수 있는 곳을 빼앗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학력 저소득 단순업무처리자가 무인 단말기처럼 맥도날드와 같은 패
스트푸드점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때문에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급 전문직 직종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적인 생활의 영위를 인간이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
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소멸하여 인터넷에서의 범죄모의,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Q2

제시문 다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사례를 드시오.(해결방법도 말하시오?)
A 저는 정부기관이나 은행,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액티브X, 공인인증서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농협과 같은 은행, 통신사에
서 다발적으로 일어난 개인정보유출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장치는 보안에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 국내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
게 합니다. 이것은 구글, 유튜브와 같은 해외 정보산업의 대기업과 비교해 국내기업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은 해외이용자를 상정하여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정부는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액티브X, 공인인증서를 퇴출해야하는 선진적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Q3

가~라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말하시오.
A 라)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항목과 ***항목에 대해서 국가순위가 매우 낮습니다. (기억안남)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발전에 대한 국가대비가 잘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인
의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뉴미디어 등
의 새로운 매체에 금방 익숙해지고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진 사회에서 퇴직 후 성인의 재취업을 돕는 일자리 센터 등에서 미용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보
다 3D프린터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중간관리직에 있어서도 SNS활용 연수 등을 제작하
여 소비자의 요구, 마케팅 등을 정확하게 하는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실용적인 연수가 필요합니다.

* 엄청 빨리 말해서 시간이 남았음. 할 말이 있으면 더 말하고, 없으면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함.*
난 혹시 몰라서 2번 사례에 더 준비해 놓은 게 있었음.
아마존과 같은 해외 쇼핑물에서 카드번호를 저장하고 결제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보통신보호법에 저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말이 엄청 빠르다고 하심, 잘했는데 (긴장해
서 그렇다고 함)
Q 우리 친구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A 저는 농촌에서의 발전을 돕는 정책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농촌에서의 양성 평등적 정책이나 경제적 발전을 돕는 것이 현
재 우리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아, 그러니까 친구는 앞으로 대학원에도 가고, 그래서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런거죠?
A 네, 그렇습니다.
Q 그럼 우리학교에 와서 가장 배우고 싶은 과목은?
A 정책학자가 꿈이라 정책학원론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Q 행정학과에 필요한 역량 두 가지가 있다면?
A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워
시대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적 사고 능력입니다. 행정학은
경제학, 법학, 윤리학 등 다양한 인접학문을 토대로 한 종합적 학문으로 이러한 과목들을 두루두루 잘 배워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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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학, 정책학에 대해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진로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다면?
A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꼽고 싶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종속이론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본주의에 의한 병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게 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분위기 매우 훈훈. 애초에 제시문1생기부가 이렇게 짧다는 것은 면접의 실질적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임(그렇게 생각 함)
오후일 경우 오전 후기 읽을 것!
작년과 같이 매우 쉬운 주제(지속가능한 발전 – 4차산업 혁명)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전

형

학교추천1

지 원 학 과

화공생명공학과

면 접 방 법

활동기반 먼저. 옆사람과 대화 일절 금지. 가번호가 면접순서가 아님. 두 면접 다 2:1로 진행. 제시문 면접 작
년과 달리 27분 줌.

질문 및 답변
1. 활동기반면접
A 안녕하십니까.
Q 긴장되나요?
A 네, 많이 긴장됩니다.
Q 심호흡 한 번 하실래요?
Q 고등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정확히 기억X)
A 제가 고3이라는 힘든 시기에 독서 토론 동아리에 참여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자소서에 썼던 거라 자세히 말하지는 않음.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동아리임을 강조)
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계획이라든지...
A 힘든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OT, 토론 6회, 마무리로 진행되었는데 제가 이전 까지 맡았던 장 역할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는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했습니다.
Q 성적이 아주 괜찮은데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나요?
A (자소서에 노트 활용법 써서 간략히 말하고 자소서에 없는 노트사용의 장점 말씀드림)
Q 물리화학을 원래 좋아했나요?
A 물리는 중학교 때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을 접하며 좋아하게 됐는데, 이후 뉴턴 역학, 돌림힘, 유체역학, 열역학 등의 개념
을 배우며 더 흥미를 느꼈고, 화학은 원소의 주기성이나 산화환원반응에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Q 물리나 화학이 자신의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A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가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화공학도가 되어서도 이런 흥미를 가지고 제
꿈을 이뤄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고등학교에서 가장 오래 참여하거나 그런 활동이 있나요?
A 2학년 때 과제연구 발표대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이비행기의 안정성 연구에 대한 과제 연구. 처음 계획서대로 진행하
려던 나와 연구의 범위, 한계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한 선생님과의 갈등사례. 대회에서 실적은 좋지 않았으나 연구를 기
획, 설정하는 법 배워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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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려대학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우선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이고, 또 제가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어떤 주제로 연구하는지
찾아보았는데 촉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연료전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은데, 고려대학교의 연구주제,
성과가 제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안남)
Q 수고하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2. 제시문 면접
제시문 간략정리
가; 태풍의 발생과정, 수증기 차단시 세력약화
다: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 그에 따라 빛 발생
마: 경제의 변동 조절할 경제 정책 필요성
1. 가~다 공통개념, 설명
3. 1번에서 답한 개념으로 라~마 설명

나: 뉴런에서의 신호전달 방식, 활동전위 측정됨
라: 인구 증가에 따른 장단점, 증가 억제 노력
2. 가~다 개념 자연현상에서 사례 찾고 설명
4. 가~다와 라~마 대비 설명

A 안녕하십니까.
Q 네 1번 답해주세요.
A 제가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떠올린 개념은 변화입니다.
가는 태풍에 수증기 공급중단의 변화가 발생하면 세력이 약화된다는 내용이고,
나는 자극이 주어지면 세포 내외의 전위차가 변화해 신경을 타고 흘러간다는 내용이며
다는 전자의 에너지준위가 변화하며 이때 발생되는 빛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통 개념으
로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Q 네, 계속하세요.
A 네, 저는 변화의 사례로 ‘노화’를 떠올렸습니다. 세포의 기능약화인 노화는 특정상황에서 급격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태풍
과 비슷하고, 또 노화의 과정, 혹은 결과가 눈에 띄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전자의 전이에서 나오는 빛과 유사합니다.
라~마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한 변화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에
선 인구증가에 따른 장단점, 단점을 해결하기위해 인구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마에서는 반복되는
경제의 완화, 악화의 상황에서 이를 조절할 경제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가~다에서의 내용은 자연에서 발생하고 이를 막을 수 있거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이라는 점, 라~마의 내용은 사
회에서 발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비가 됩니다. 가~다의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사례로
기상예측대비 시스템, 자극저해제, 광전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이미 개발된 것도 있지만 연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반면 라~마의 현상은 정책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남았는데 보충할 부분 있나요?
A 제가 변화의 예시로 노화를 들었는데 처음에 저는 가~다와 라~마를 막을 수 없는 변화와 막을 수 있는 변화로 생각했습
니다. 하지만 제시문의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로 조절이 가능하고 ‘노화’도 요즘의 텔로미어 조절기술로 미래
에는 통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Q 시간이 아직도 남았는데 (웃음)... 마지막 질문 다시 말해주세요.
A (말함), (다 끝나고 인사하고 나감, 그래도 3분 남음)

기타 유의사항
연세대 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분위기, 면접관이 더 멀리 있어 목소리 크게 해야 할 듯. 제시문 시간 많은 만큼 충분히 생각해
보기. 끝나는 대로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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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세종)
전

형

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면 접 방 법

교수 2명 학생 1명 / 교복 허용
대기 시간에 뭘 하든 지유 / 자소서 기반 전공 적합성 보는 면접

질문 및 답변
(긴장 풀어주는 질문 해 줌)
(자소서 3번) 조별 활동 어땠어요?
: 처음엔 잘 안 따라줘서 힘들었는데 결국 잘하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음.
1-1. 이런 단체 활동 많을 텐데 괜찮겠냐
: 어떻게든 해결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2. (자소서 1번 지원동기) 전문적인 글쓰기란 무엇이냐?
: 본인은 지금 일기처럼 쓰고 있는 것 같다. 남들도 다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3. 글을 얼마나 (기간) 썼냐
: 6년 정도 된 것 같다.
3-1. 쓴게 얼마나 되냐 (양)
: 한 달에 한 번씩. 장편은 많아서 세어보지 않아 모르겠다.
4. 좋아하는 작가
: 이환 작가님
4-1. 왜?
:판타지도 다들 이해하기 쉽게 써서
4-2. 다른 작가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 토지 쓰신 박경리. 한 사람의 생애를 그런 글로 써내서
5. 마지막 말
: 종이로 된 문학을 살리고 싶다. 그를 위해선 매체와의 연결이 좋은 이 학과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시간이 길면 지친다. 중간에 책이나 종이 하나라도 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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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특별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강당에 모여서 대기 한 후 간단한 설명을 듣는다.
이 후 호명하는 순서대로 강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3명씩 고사장에 입실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에서 3분가량 면접을 본다. 2문제 정도 출제됨.

질문 및 답변
Q1

왜 고신대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됬는가?
A 이국종 선생님께서 코드블루라는 말을 들으시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막연히 보건 계열에 종사하
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소중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무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소중한 사람이 아플 때 도와주고싶어서 간호학과에 지원하
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신대 간호학과는 해외인턴쉽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
고 있지 않는 간호사의 업무와 다른 일을 경험하여 더 나은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2

가장 관심 있는 간호 분야는?
A 수술방 간호사입니다.
이국종 선생님께서 시간과 장소, 국적 등과 상관없이 생명이 위독한 사람, 특히 북한의 탈영병을 수술을 통해 살리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었다. 그래서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과
이국종 선생님 같은 분의 옆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돕고 싶어서 수술방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고신대 면접은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면접 질문은 학교에서 정해준 예
상문제에서만 나온다. 문제 답의 순서는 질문할 때마다 바뀐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특별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3명
미리 공지된 면접 예상 질문지 내에서 질문(예상 질문지 외 질문도 나올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Q1

고신대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고등학교 시절 진로고민을 하던 저는 제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호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우연
히 거제교회 청소년 말씀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신대학교의 총장이신 안민 총장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
다. 그 강연을 통해 안민 총장님이 탈북자와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발벗고 사역하셨던 것을 듣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빈민들을 치료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호선교사라는 꿈이 생겼고, 그 꿈
을 실현 시켜줄 고신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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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졸업 후 자신의 모습
A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는 추세인 만큼 간호사와 같은 노인전문인력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으므로 제가 고
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노인간호학을 전문적으로 배워 졸업한 후 노인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
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나가 빈민들을 구제해주는 간호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고신대 면접은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면접 질문은 학교에서 정해준 예
상문제에서만 나온다. 문제 답의 순서는 질문할 때마다 바뀐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특별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지원자 3명 면접관 3명으로 5분이내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말해보세요.
A 저는 1학년 때 보건거점 수업을 통해 간호사로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점 활동을 하면서 조원들과 많은 실습을 하
는 시간을
감을 얻을
서 실습을
람이 되고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하고 피해를 줄까 소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였지만, 조원들의 격려와 위로로 자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저의 역량을 잘 발휘 할 수 있었으며 조원들도 도와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
통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
싶어 간호사로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간호의 전문분야 중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수술실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거점수업을 통해 다양한 실습을 가졌는데 그 중 무균술에 관
한 실습을 하면서 무균술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무균술에 대해 이론적으로 깊게 공부하고 싶어 ‘소독방법에 따른 세
균 수의 변화’라는 주제로 실험을 하고 소논문을 작성해 봄으로 무균술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
로 좀 더 심화적인 지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 수술실분야를 가장 관심 있어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차 발표가 나면 예상 질문을 알려줘요. 예상 질문에서 나온 질문만 물어봐요.
질문답변도 중요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좋아하셨어요.

전

형

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문항이 전체적으로 3개 있고 각 문항에 부수적인 질문 있는데 각 문항마다 면접관 다름. 1번 문항 면접실이랑
면접관 따로 있고, 2번 문항 따로 있고, 3번 문항 따로 있음. 내가 면접 볼 때 1번 문항 면접관은 질문을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편하게 해주심. 2번 문항 면접관은 좀 무표정? 많이 지으셨고, 꼬리 질문 좀 많이 함. 3번
문항 면접관만 여자 분이신데 웃으면서 너무 잘 대해주시고 질문도 웃으면서 잘 물어보셔서 좀 편하게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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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1번 문항에서>
Q1

엄마에게 있어서 어떤 딸(아들)이냐?
A 밖에서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얘기하면서 공감해주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Q2

가장 친한 친구는 몇 명이고, 그 친구들끼리 바다로 보트 타고 놀러 갔는데 바다 한 가운데에서 보트 고장남-구명조끼는
3개있음-어떻게 할 것이냐?
A 3명 있고(이름 물어봐서 이름도 말함), 일단 구명조끼는 친구한테 다 주고 나는 친구 손을 잡고 같이 탈출할 것입니
다.~~ 이런 식의 답변

질문) 그러면 자신이 너무 힘들 텐데?
A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겠지만 같이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
<2번 문항에서>
Q1

제시문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제시문에 주제가 총 6개 있는데 거기서 가장 자신있는 주제로 찬반 입장 말하기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A 저는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선행학습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이끌어 내기 힘들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위화감을 느낄 것입니다. 주요 과목이 아닌 중국어 시간에 선행학습이 안된 상태였지만,
선생님의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만족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예습은
꼭 필요하지만 과한 선행학습은 수업 참여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에 찬성합니다.

질문) 위화감 조성 뿐만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A (한 7초 정도 생각)선생님들께서도 무언가를 설명하실 때 단계를 거쳐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수업하시는데 그 과정
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먼저 결론을 말해버리면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의 흐름이 깨져서 집중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학교 진도는 시험 공부하기에 너무 느리기 때문에 선행 학습을 해야 시험 범위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A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학교 측에서도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번 문항에서>
Q1

간호사로서 갖춰야하는 능력과 내 능력과 얼마나 부합한지?
A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세심하게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하고, 매사에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고 꼼꼼한 제 성격과 간호사로서 필요한 능력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에 미리
점검하고, 한번 더 확인하는 제 습관이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넘치는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육체가 아픈 것이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신
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등 힘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Q2

나의 비전은?
A 저의 비전은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잘 갖추어서 환자에게 기억에 남는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
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따뜻함과 사명감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
습니다. 앞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면서 환자에게 기억에 남는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Q3

지원 분야의 관심은 언제부터이고, 무슨 이유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A 저는 중학교 때 간호사 직업을 체험하면서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의학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의료 봉사 동아리도 가입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거점
교육 과정 ‘보건학’을 수강하였으며 관련 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간호사의 꿈을 더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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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일단 면접이 3시에 시작이어서 2시 30분까지 입실하고 출석 체크함. 2시 25분쯤부터 면접관들 소개하고 면접 진행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서 2시 30분 전에 도착하면 좋음. 참고로 나는 2시 10분쯤 도착.
수시 접수한 순서대로 수험번호 받고 그 번호대로 면접진행해서 마감일쯤에 접수하면 오래 기다려야 함. 나는 마감시간 1시간
전에 접수해서 수험번호 끝부분 받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면접 봄. 그래도 접수 빨리 하면 면접 분위기 안 익숙하고 연습 많이
못하니까 적당하게 접수하면 됨.
일단 가면 면접대기실에서 면접 준비할 수 있어서 간단히 준비할 거 챙겨가고 간식도 많이 주니까 따로 안 챙겨가도 될 듯. 나
는 몰라서 초콜릿 하나 챙겨갔음.
앞에서 면접 도우미? 같은 분이 이름 부르면 다 챙겨서 지시 따르면 됨.
면접 문항은 고신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답변 다 준비해서 물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생기부랑 자기소개
서도 5번 정도는 읽고 가는 게 좋음, 나는 생기부랑 자기소개서 질문 안하기는 했지만 한번 읽으면서 문항 답변에 추가로 들어갈
거 생각나니까 읽으면 좋음.

전

형

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기독교교육과

면 접 방 법

1:1 심층면접

질문 및 답변
Q1

이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자기소개

Q2

이 학교에 입학해서 앞으로의 학업계획은?

Q3

앞으로의 비전은?

Q4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버스노약자 좌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 꼬리질문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대해 답변함

형

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1대 1면접(방바꿔가며 3번씩함)

전

질문 및 답변
지원 대학에서 공지한 예상문제 중 평가요소 3가지 영역에서 각각 1문제 냄
Q1

지원동기

Q2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Q4

선행학습에 대한 의견과 장단점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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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특별전형)

지 원 학 과

신학과

면 접 방 법

3:3 면접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3(면접관):5(지원자)로 바뀜

질문 및 답변
Q1

다니는 교회, 재학 중인 학교, 지원동기
A 울산OO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울산에 있는 OO고에 재학 중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당시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마음을 감동을 받아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군장병들을 위로하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군목이
되고 있습니다. 군목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고신대 신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2

십계명의 위치와 사도신경의 위치
A 대답 못함

Q3

감명 깊게 읽은 책
A 천로역정입니다. 특히 주인공이 어깨에 매고 있던 짐이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면서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죄 사
함을 받았지만 때때로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천로역정 속의 주인공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로역정은 많은 반성과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전에 제시된 예상 문제에서 나온 질문(책)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질문도 있음.
내신 성적 90% + 면접 10%로 결정되는 전형이었으며, 학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전

형

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패널형 심층면접으로 면접관 1인 : 수험생 1인으로 구성
A, B, C 방에 각각 들어가서 면접을 봄
A:기본자세 및 자아실현, B:적성 및 학업실천력, C:전공적합성

질문 및 답변
<A방>
Q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말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시오.
A 저는 반 친구들에게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물어보았을 때 밝고 책임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전구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따듯하고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4H 단원과 역사동아리
장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찍 등교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의 단점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Q 자신이 성실하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말해보시오.
A 중창단 단원으로 주 2회 있는 연습에 매번 참여하였습니다. 친구들을 격려하여 함께 참여하고자 노력했고 실력이 향상되
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필요할 시에는 자원하여 연주하였습니다.
Q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명이 있고 어떠한 관계인지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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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같은 반 친구로, 등하교를 함께하고 독서실에 같이 다닙니다.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힘내라고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한 명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조언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B방>
Q 버스 의자에 노약자석을 위한 노란색 표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A 노약자석을 위한 노란색 표시를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내리는 문 근처에 노란색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하차할 때에 노약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노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약자석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제도마저 사라져버린다면 양보하는 사람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C방>
Q 전공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A 유아음악교육과 놀이지도 등의 과목을 배우고 보육교사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아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입학하여 공부하며 더 자세히 알아갈 것입니다.
Q 미래 자신의 비전이 무엇이며 이러한 비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A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공부하며 사랑과 섬김의 실천력을 갖춰 교회 유치부 선생님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여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병설유치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돌발 질문 하심. 반영 비율이 50%라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음.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특별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
∙
∙
∙
∙

교수님 3 학생 1 면접
대기실은 면접장 옆 강의실에서 기다림
면접 예상 질문지에서만 나옴
면접 분위기는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교수님께서 되게 많이 웃으시고 화기애애했음
면접 시간 5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우리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 및 계기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어렸을 적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부터 받은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교
사를 희망하게 되었다고 말함.
Q 학생 본인이 유치원교사가 되는데 있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장점은 타인의 말에 경청을 잘한다고 함. 이러한 점이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 함.
단점은 단호함이 부족하다함. 단호함 부족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 같다고 말함. 그
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함.

기타 유의사항
∙ 대기실 분위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 다들 자기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함
∙ 대기실에서 연극 동영상 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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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한명씩 불려나가서 면접장 앞에서 기다림.
∙ 휴대폰 제출은 안함.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고특별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준비하다가 차례가 되면 면접실 앞에서 3명씩 차례대로 앉아서 기다림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해보세요.
A 안녕하세요. 섬김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000입니다. 저는 숲 유치원과 같이 자연 속
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원을 다닐 때 종종 아름다운
학교에 가서 자연 속 재료를 활용하여 장난감과 조형물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자연 속
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4H 활동을 하면서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찰하였
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유아와 관련된 쪽으로 정하면서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교
육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Q 본인이 지향하는 유치원 교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말해보세요.
A 진심이 느껴지는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눈빛을 맞추며 웃어주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의 선생님을 떠올려보
면 저가 너무 아파서 구토했을 때 처리하기 힘들었겠지만 책임감 있게 처리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아 저도 그러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반영 비율이 10%라서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질문하지 않으신 것 같음
∙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질문해주심

전

형

지역인재특별전형

지 원 학 과

의예과

면 접 방 법

고신대학교 의예과 면접시험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업 적성, 그리고 인성 영역인데요, 제시문 숙독 시
간은 각각 18분씩이었고, 교수님께 답변하는 시간은 10분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학내 대강당에서 기다리다가,
학업 적성 영역 시험을 먼저 보는 팀 + 인성 영역 시험을 먼저 보는 팀 두 팀으로 나뉘어서 면접 전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세부 조로 나뉘어서 제시문 숙독실 및 면접실로 이동했고, 면접이 모두 끝난 뒤에는 간단한
설문지(익명)를 작성했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오전 조의 경우 일괄퇴실, 오후 조의 경우 개별퇴실을 합
니다! 면접이 끝난 후 오전 조의 경우 재학생과의 질의응답 기회도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

질문 및 답변
학업적성영역:
(제시문 1) 낭포성 섬유증 치료 과정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사용되어 온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결과 새로운
항원형(혈청형)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어 제시문. 단어가 평이하지 않고,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지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을 최대한 끌어오고, 자신의 어휘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신대 선행학습 영향
평가 자료가 2017년도 자료부터 탑재되어 있으니 꼭 차근차근 풀어보고, 해석 연습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1

낭포성 섬유증 치료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사용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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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새로 개발한 두 가지 형태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에 대해 말해보시오.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

Q3

기존 치료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가?

(제시문 2) 방사선이 검출된 침대에 대한 내용. 피폭량을 측정하는 특정 그래프 모형에 대한 설명 포함.
Q1

제시문 속 그래프 모형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Q2

방사선이 검출된 침대를 1년간 사용한 철수에게 진단 결과 및 방사선의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성영역:
(제시문 1) 적대적 건축물에 대한 제시문. 공원 관리자가 적대적 건축물로 인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Q1

노인은 왜 바닥에 누워있는가?

Q2

자신이 공원관리자라면, 노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겠는가?

Q3

자신이 시청의 도시계획담당자라면, 적대적 건축물 도입에 찬성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

(제시문 2) 이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못한 실태에 대한 짧은 글.
Q1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기타 유의사항
고신대 의과대학은 영도가 아닌 송도에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지원자 중 한 명이 두 캠퍼스를 헷갈려서 빨리
입실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점 유의하시고, 면접 준비 꼼꼼히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요! :)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의예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1명, 학생 1명. (면접 5분 이내)
답변준비시간 18분. (면접 시간 5분, 이동 시간 1분 지날 때마다 방송 나옴)

질문 및 답변
<인성 면접 1 : 공원 노숙자 관련 기사>
Q 위 기사 속 노인은 왜 바닥에 누워있었을까요?
A 우선 노인은 마땅히 거처할 만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시문에서 노인이 며칠 굶은 듯 한 모습이었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라고 했으므로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었을 것입니다.
Q 자신이 공원 관리자라면 노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먼저 노인 분께 많이 불편한 곳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여쭤볼 것입니다. 그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나, 위급한
상황인 경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 분께서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지역
단체에 문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자신이 부산 공원 관리위원이라면 벤치 중앙에 팔걸이를 설치할 것인가요?
A 제가 관리위원이라면 벤치 중앙에 팔걸이를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
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 보다는 벤치가 있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을 것이므로 팔걸이를 설치하
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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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A 공원에서 풍경을 즐기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데에 팔걸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벤치 중앙에 팔걸이가 없
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성 면접 2 : 불법 이주민 관련 제시문>
Q 불법 이주민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치료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과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저는 불법 이주민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종이나 국적이 그 사람이 건강을 보
장받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불법 이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A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이주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진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이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처럼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Q ○○이가 미래에 의사가 되어서 자원 봉사를 나갔는데 위급한 환자가 알고 보니 불법 체류자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치료를
할 거야? Really?
A 네. 위급한 상황이라면 치료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Q 꼭 그렇게 해주세요~
A 네!
<학업적성 면접 2 : 방사선 검출 매트리스>
Q Linear No-Threshold Model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A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준의 방사선량에 피폭되었을 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위험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선형 모델입니다.
Q 방사선 검출로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1년 동안 이용한 철수씨가 위 기사를 보고 폐암이 걱정된다며 병원을 찾았다. 일반 매
트리스를 N년 동안 이용한 영희씨와 비교하여 두 사람 중 누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이야기하고, 철수씨에게 어떤 말
을 해줄 것인지 이야기하시오.
A 제시된 표에 따르면 매트리스에서 측정된 방사선 피폭량은 하루에 10시간 매트리스를 보고 호흡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철수씨에게 실제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피해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며 먼저 안
심시켜줄 것입니다. 철수씨와 영희씨를 비교하였을 때 매트리스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한다면 철수씨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겠지만 실제 암에 걸리는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따라서 위 자료만으로 두 사람 중 누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준비하는 곳에 타이머, 시계 없음. 5분, 1분 간격으로 방송이 나오긴 하지만 손목시계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면접
볼 때 질문지를 들고 들어가서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수님에 따라 질문지와 필기한 내용
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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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건설환경공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 면접시간 15분 / 면접관 3명 지원자 1명

질문 및 답변
Q 장래희망과 지원학과의 일치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A 마스다르시티처럼 건설과 에너지의 융합이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함
Q 얼마전에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태양에너지가 무조건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A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스모그 현상이나 호흡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면 이런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
Q 독서기록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책
A 자소서에 쓴 책 말함
Q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이유
A 반장을 하면서 준거 같고 왕관을 쓴자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는데 반장이란 자리가 그 만큼 무게가 있는 자리는 아니
지만 부담과 많은 눈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며 해야 하는 일을 충분히 잘 이행해왔고
이를 증명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Q 2학기 수업은 어떻게 했냐
A 한 거 말함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교육과

면 접 방 법

생활기록부 기반 심층면접 교수 3명 학생 1명, 15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서를 보니 ‘윤동주 시를 배우고 울었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A 처음 배운 시이고 당시의 윤동주 시대 상황이 마음에 와 닿아 울게 되었다.

Q2

국어교사를 언제부터 꿈꾸었나?
A 초6때부터 국어와 인연이 있었고 중1때 국어선생님과 인연이 있었다.

Q3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한 점을 말하시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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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말사랑동아리활동을 했다.
Q4

금오신화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말하시오.
A 어려웠던 작품이라 그 시대에 자유연애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Q5

2학년 때 문학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학생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증명해보고 독서와 삶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A 평소 문학을 좋아하였고~ 사람의 말 자체가 이야기 역사라고 생각한다.

Q6

자기소개서에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핀란드 교육법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학교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말하시오.
A 국어 수업 시수 6시간 중 하나를 토론 토의를 통해서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Q7

핀란드식 협력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 같은가?
A 경쟁구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시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기타 유의사항
공주대는 고전문학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 분은 친절, 한 분은 까칠하고 한 분은 매우 까칠해서 면접 보는데 압박감을 느꼈다.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대답을 하면 꼬리 질문이 계속 된다.

전

형

학생부교과

지 원 학 과

문헌정보교육학과

면 접 방 법

방식: 3인 1조로 구성(대답순서:A→B→C, B→C→A, C→A→B)
면접질문 : 3개 질문 + 추가질문
시간: 10분

질문 및 답변
Q1

인구절벽현상에서 교원의 수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줄여야 하는가?
A 유지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교원은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Q2

친구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거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A 친구에게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부정행위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여 반성하도록 유도하겠다.

Q3

한류열풍이 부는 이유는?
A 한국인의 정서중 하나인 ‘흥’이라고 생각한다. 노래 속에 흥이 담겨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추가질문
Q4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A 생기부 독서기록에 적힌 책 중 한 권을 이야기함.

형

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미술교육과

면 접 방 법

3:1면접, 개인당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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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3년간 미술교사 희망했는데 이유가 있다면? (생기부에 있던거)
Q 미술, 교육, 미술교육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소서에 있던거)
Q 밀레 씨뿌리는 사람을 이용해 사회를 비판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주세요. (생기부에 있던거)
Q 미술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나요?
Q 자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타 유의사항
기다리는 중간에 따뜻한 물도 챙겨주셨어요. 면접 도우미분들과 장난도 치시고 대학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조교님 말
씀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새로 만든 이유가 학생부로 뽑힌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고 그 말은 곧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고 따라서 대학생활도 열심히 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 시켜줄 거라 생각해서 만드셨대요. 면접 갔을 때 실기를 잘
한다거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 것 보다, 주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자뿐
만 아니라 책상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종합 전형이라 그런지 꼬리 질문이 조금씩 있었어요.

전

형

학생부교과전형

지 원 학 과

수학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세분과 세 명의 수험생이 조를 이뤄 면접 실시.
1명씩 주제에 따른 종이를 무작위로 1장씩 선택 - 3개의 질문지를 순서대로 번갈아 가며 질문
(자신이 선택한 질문 외에 나머지 2명이 선택한 질문에도 답하므로 총 3개의 질문에 답하며 뽑은 사람의 순서
대로 질문에 답함.)
토론 형식 보다는 단순 문답의 형식.

질문 및 답변
Q1

교육에 대한 관심도
A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터넷강의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공교육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Q2

인간 지향성
A 중간,기말고사 시험 중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Q3

의사소통능력
A 요즘 층간 소음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자신이 윗집에 살 때 아랫집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반대로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2,3번의 전체적인 주제는 같고 그 주제 속 문제를 선택하는 것 이므로 면접을 보는 조 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음.)

Q4

공주대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공주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

형

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수학교육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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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1.
2.
3.
4.
5.

교수님 3분 (여교수 1명, 남교수 2명) : 학생 1명 → 15분 면접
생기부 & 자소서 기반 면접 but, 생기부와 자소서 관련 질문이 거의 없음.
칠판이 있는 강의실에서 면접을 봄.
수학개념을 칠판을 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함.
분위기는 좋으나, 면접보다는 모의수업 형식과 비슷함.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히 읽는 것보다는 수학 개념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 !
6. 교수님 3분 중 나이가 젊어보이시는 교수 2분만 질문하시고 중간에 계시는 1분은 시선만 계속 쳐다보심.
눈 마주치면 좋아하시는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설명하기 편하게 남교수 Q1, Q2 그리고 여교수 Q3라고 하겠습니다!
Q1

공주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A (웃음) 네네

Q3

그럼 바로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A 준비된 멘트 ~

Q3

그렇군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정적분에 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A 준비된 멘트 ~

Q1

방금 말씀하신 정적분을 기하적 관점, 대수적 관점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정적분을
칠판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A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아.. 칠판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적분 설명~>

Q1

그럼 거기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에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칠판을 사용해도 좋아요. sin  는 좀 어렵고

  으로 한 번 설명해주세요.
A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설명하며 적분상수의 존재가 차이라고 설명함.
Q1

정적분을 그렇게 식으로 설명하는 거 말고 방법이 더 많잖아요,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A (매우 당황) 아.. 그럼..

Q1

구분구적법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A (구분구적법 설명~했지만.. 구분구적법에서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도중에 막힘)

Q3

그거 아니지, 그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
A <평소에 준비 잘했지만, 기억이 잘 안남..>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Q1

어 아니에요, 도와줄테니까 한번 해봐요

Q3

거기서 극한을 n으로 보내서 ~
A (겨우 끝까지 해냄.)

Q1

고생했어요. 그럼 혹시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알아요?
A (아는 거라 매우 기뻐하며) 그럼요, 칠판을 사용해도 될까요?

Q1

네네 그러세요.
A (완벽하게 설명함.) 네 이렇게 그래프에서 ~ 하는 것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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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완벽하네.

Q3

(웃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준비된 멘트 ~

기타 유의사항
대기시간이 길어서 수학책이나 생기부 같은 것을 들고가서 읽는 것을 추천함.
선배들이 들어와서 긴장을 풀어주는 데 이때, 대화를 많이 하면 긴장이 많이 풀림.

형

학생부교과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분 계시고 학생 3명 들어가서 면접 보는데, 각자 책상에 있는 나무통에서 종이를 뽑으면 그 종이에
있는 번호를 교수님들이 보시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자신이 뽑은 질문은 자신이 제일 먼저
대답하면 돼요. 총 3개의 질문에 대답하면 되고 다 1분 이내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전

질문 및 답변
1) 시험장 분위기
9시 30분까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해야 했고 저는 8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작년 후기에는 대기실에서 선배님들이 말 많이
걸어주시고 옆에 친구들이랑 대화도 좀 나눴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대기할 때 아무도 말 안하고 각자 준비한 프린트
물 봐서 엄청 조용했습니다. 히터도 틀어주셨고 다과도 준비해주셨어요. 조용하지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2) 면접내용
Q1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중점으로 하지 말고 교화 효과에 대한 생각?
A 가해자의 입장에서 ‘뭐라뭐라’했습니다.

Q2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경험?
A 저는 제 교육봉사 경험을 풀어서 말했습니다.

Q3

고교학점제에 대한 견해
A 긍정적으로 생각, 학생 개개인의 흥미에 맞는 수업, 전공적합성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기타 유의사항
마지막 할 말도 준비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끝났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나와서 후련합니다. 저는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 할 말은 40초 정도로 준비해서 외워 갔고 공주대 홈페이
지에서 면접 기출 확인하셔서 답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복장은 저는 제일 심플하게 아이보리 니트, 검은색 슬랙스 입
고 갔습니다. 딱 학생다운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계속 웃으면서 바라봐주시고 면접장 분위기도 ‘하하
호호’하는 그런 분위기기라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형

학생부교과

지 원 학 과

특수교육과

면 접 방 법

3명씩 한 조 / 질문은 총 3개 (교육에 대한 관심, 인성, 의사소통능력)
들어간 순서대로 교수님 앞에 있는 번호표 하나씩 뽑고 자리에 앉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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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A 기존의 처벌적, 응보적 방법 보다는 회복적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남... 그냥 이 내용을
길게 말 함)

Q2

조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A 학생은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다. 하지만 같은 조에 있는 다른 친구는 조별 활동에 제
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제 점수를 받을 때는 같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A 학생이라면 어
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해주세요.
A 우선 조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 학생
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을 인정한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려 조원들 간의 기여를 고려하여 개별 점수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Q3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근거를 들어서 말해주세요.
A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합니다. 우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했을 경우 장점인 지원비의 경우 소규모 학
교에 맞춰서 지원한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학생의 등교시간을 고려했을 때 통폐합을 했을 경우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교수님께서 긴장 풀어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것 최대한으로 말하기
2. 3명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 전 대기할 때 언제 인사하고 앉을지 미리 이야기 해 놓기

형

학생부교과

지 원 학 과

화학교육과

면 접 방 법

3명씩 한 조로 들어가서 1명씩 문제를 뽑은 다음 그것을 3명이 돌아가며 대답합니다.

전

질문 및 답변
Q1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이 교실에 도입될 때 교사의 역할?
A 인공지능은 지식적인 면에서 뛰어날 수는 있지만 학생들과 교감하며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지 못
합니다. 이런 역할을 교사로서 수행해야 합니다.

Q2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교의 변화?
A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많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대학과 연결성이 있도록 골라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Q3

학예회 준비기간과 중간고사 기간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것?
A 실재로 학교생활 중 이런 경험을 했었다. 그렇지만 공부는 평소에 학기 초부터 하는 것이고 학예회 때는 시간을 쪼개서
라도 다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자습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학예회 준비를 한다
면 충분히 둘 다 소화가능하다.

기타 유의사항
교복 착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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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전

형

광운참빛인재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1. 다양한 과학생과 다같이 한 대기실에 모여있다가 각 과마다 순서대로 한 사람씩 부르면 면접고사실로 이동
하는 형식입니다
2. 화장실은 한번에 다같이 이동하고 휴대폰은 수거하지는 않지만 전원을 꺼서 가방안에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3. 2대1 면접이고 교수님 한분과 입학사정관 처럼 보이는 분 한분이랑 면접보는데 노트북보면서 질문하셨어요
4. 면접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노트북에 기록하시는 것 같았어요

질문 및 답변
교수 : Q1, 입학사정관 : Q2
A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건축 A012입니다
Q1

네 자리에 앉으세요 블라인드 면접이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언급할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저는 평소에 리더십이 많다,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도 전교학생회 기획부 차
장&부장, 축제준비위원회를 통해 소통하는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실성이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축가로 성장하기 위해 광운대학교에서 노력하고 싶습
니다. 또한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과 괌, 대만, 태국 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건축물이 그 나라의 첫인상과 같다는 생
각을 했습니다. 이에 건축에 관심이 생겼고, 건축학과에서 더욱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어렸을 때 언제부터?
A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니다.

Q2

1학년 국어시간에 이성복의 서해라는 시를 시조로 바꿔썼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A 우선 시의 주제와 정서를 파악한 후에 시조로 옮겼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떻게?
A 시가 만약에 5어절이라면 시조를 10어절로 길이를 늘렸습니다.

Q2

4어절 아니고?
A 잘 모르겠습니다.

Q1

여행을 하며 건축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인상깊은 건축물?
A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입니다. 표면의 백색 노출 콘크리트에선 차분함, 잔잔함 등을 느낀 반면에 외부의 역동적인 곡선에
선 활력을 느껴 두가지의 상반된 느낌을 동시에 받은 신선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국내 건
축물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입니다.

Q1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누가 설계?
A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루시자 입니다.

Q1

그렇다면 요즘에 알바루시자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아는지?
A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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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본인은 예습과 복습 중 어느것이 좋다고 생각?
A 저는 복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습을 할 경우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
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습을 할 경우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반대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나?
A 그래도 예습은 자신이 아는 내용이라서 수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수업 내 학습에 도움보단 방해를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Q1

해외에서 인상깊었던 건축물?
A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국에서 보았던 에메랄드 사원입니다. 많은 수의 기둥이 건축물의 몸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였는데,
사원내의 불상을 보호하려는 신앙심을 건축물의 형태로 표현했다고 느껴졌고 화려한 외관이 인상깊었기 때문입니다.

Q2

전공적합성이라고 알고 있지? 나는 전공적합성을 동아리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3학년 때 메카텍트라는
건축동아리를 한 번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A 부족했던 동아리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거점형공동 교육과정 과제연구에 참여해 IOT와 건축, 홀로그램과 건축을 접목시
킨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건축캠프에 참여해 트러스구조의 다리를 만들고, 인구증가라는 주제로 건축물 모형을 만들
며 부족한 전공 활동을 보완했습니다.

Q2

아니 우리는 팩트만 말하는데 자소서에도 쓰여있지 않고 (아직도 이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과제연구랑 건축캠프
내용 자소서 2번이랑 4번에 썼는데 안읽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여튼 동아리 몇 번 했나?
A 한달에 두 번씩 약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Q2

10번이면 너무 작지 않나?
A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 끊으셨어요)

Q2

아니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본인의 변화된 점?
A 건축가를 꿈 꾼 후 제가 어떤 건축을 해야할 지 건축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카텍트 건축동아리에서 프랭크 게
리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건축물을 접하고나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 또한 개방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어 사람들
을 즐겁게 해주어야 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Q1

‘건축의 외부공간’ 책에서 인상깊었던 점?
A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벽과 공간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이었는데, 벽 하나만을 세워도 벽 오른쪽 왼쪽, 벽 위 아래 등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 외부공간은 자연에서 자연을 한정하는 것이다’ 라
는 문구가 인상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자연과 한몸인 듯 하면서도 자연을 뛰어넘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흥미
로웠기 때문입니다.

Q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건축을 보며 제 2의 자연환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인간과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광운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제가 건축을 공부하는데 큰 장점을 줄 것입니다. 광운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
력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 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1

네 나가보세요
A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처럼 보이는 분은 말 안끊고 끝까지 들어주셨는데 입학사정관분은 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끊거나 아예 대답 중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러셨어요 여기서 당황한 티 내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험해보는 듯한 느낌이 강했고 제 생기부나 자소서 안읽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느낌이 강했어요 입학
사정관님 말씀도 그렇고 중간에 뭐 기록만 하시지 스크롤을 내린다거나 그런걸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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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준비안한 세특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는데 다른 지원자한텐 어떻게 질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세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이컨택 중요할 것 같아요.

전

형

고른기회

지 원 학 과

국제통상학부

면 접 방 법

교수 2 : 학생 1 일반면접

질문 및 답변
Q1

꿈이 호텔경영인인데, 가장 좋아하는 호텔과 그 이유?
A 메리어트 호텔. 다국적 호텔기업으로 세계 공통된 시스템 아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CRM방식으로 고객이 관심가
지는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 마일리지 제도 등의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 고객 유치

Q1

왜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하였는가?
A 관광경영인의 꿈을 키워오며 MICE 산업에 대해 조사하던 중,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교역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의 경
관을, 무형의 자원을 교류하는 서비스무역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관광도 무역의 한 분야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현재 불안한 통상환경과 높은 최저임금 등의 이유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민하는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비스 무역은
신수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관광객 1,2위를 차지한 중국,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중심의 무역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광운대에 지원하였습니다.

Q + 8개의 질문

기타 유의사항
광운대 마지막 할말은 짧게 준비하기! 10초만 주시는 경우가 대다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니 예뻐해주시는 느낌!

전

형

광운참빛인재

지 원 학 과

동북아문화산업학과

면 접 방 법

한울관(면접장소) 앞에서 12시 정각까지 대기하다가 입장했어요. 12시부터 대기실 입장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다들 12시에 들어오는 것 같았고, 늦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2시 반까지 입실이라고 되어있는데 12시 20분쯤
부터 신분증 검사하고 가번호 부여받았어요. 한 12시 45분쯤부터 a반 내에서 6개의 조로 나눠서 차례대로 면
접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조여서 거의 끝자락까지 기다렸다가 면접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고사장
앞까지 인솔 받고, 들고 있던 모든 짐을 맡겼습니다. 앞사람 면접이 6분정도 남았을 때 저는 면접실 바로 앞
의자에서 대기하기 시작했고, 앞사람이 나오자마자 바로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따로 대기
하지 않고 각자 끝나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Q1 : 오른쪽 교수님 Q2 : 왼쪽 교수님
들어오자마자 인사할 틈도 없이 면접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셔서 살짝 당황했어요.
Q1

학생의 생활기록부 동아리 란에 ‘지성키움’, ‘인성키움’이라는 게 흥미로웠는데, 특히 지성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식을 쌓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는데 지성을 키운다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전혀 예상도 못한 질문에 당황)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성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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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질문 : 그럼 질문을 바꿔서,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지성이란 단순히 교과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배운 것을 실생활이나 저의 진로
분야에 적용해보는 방법으로 지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질문 : (살벌한 표정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학습을 해왔고, 대학에서의 공부는 고등학교와 다른데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 인가요?
A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수업 후에 본인이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탐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강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서나 토론 활동들을 통해 저의 지적 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Q1

책을 3년간 112권을 읽었어요. (직접 셌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네요) 고등학생 치고 굉장히 많이 읽은 건데, 특히 문학 중
에서 콘텐츠로 만들어보면 좋을법한 문학을 골라보자면?
A 저는 러시아 문학 작가인 고골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골은 특유의 그로테스크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괴함을
느끼게 하는 반면,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시사점으로 삼아···(말 끊으심)

∙ 추가질문 : 고골의 그런 그로테스크함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A 저는 그런 고골 문학의 독특함을 영상 콘텐츠의 연출로 담아내 사람들이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깊이 생각해
본 게 아니라서 대답하면서도 아쉬웠음)
∙ 추가질문 : 그럼 고골의 작품 5개만 말해보세요.
A 코, 외투, 어느 관리의 죽음 (사실 이건 잘못 말한 건데 다행히 모르시는 눈치였음) 그 외에는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
습니다.
∙ 추가질문 : 사람들이 러시아 문학은 잘 모를 테니까(러시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음) 한국 문학 중에서 콘텐츠로 만
들어볼 법한 거 5가지만 골라보세요. 한국 문학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A 이상의 날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작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병신과 머저리···(또 말 끊으심)
∙ 추가질문 : 이상의 날개를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볼 건데요?
A 이상의 날개는 인간소외현상을 다루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콘텐츠에서 더욱 부각하기 위해
방에 갇힌 상황에서 주인공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 추가질문 : 이상의 날개가 왜 인간소외인지 설명해보세요.
A 주인공 ‘나’는 사회적 무능력으로 인해 아내와의 소통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에 인간소외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
실 잘 기억 안나서 조금 버벅거림)
∙ 추가질문 : 병신과 머저리는?
A 병신과 머저리는 한국 전쟁 이후 두 등장인물이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콘텐츠로 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 추가질문 : 아니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 볼 수 있을 지만 설명해보세요.
A 저는 소설에서처럼 두 등장인물의 상처에 대한 태도를 그림과 소설이라는 소설 속 소재를 통해 상징성을 부여하며 제작
할 것입니다.
폭풍 같은 추가질문들이 끝나고 왼쪽 교수님께 질문을 넘기심
Q2

생기부를 보니까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 진땀 흘리기 시작함. 난 러시아과인데..?) 1학년
때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와 관련지어 소감문을 작성했다고 적혀있어요. 그럼 일본의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본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네 저는 국제이해교육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미니멀리즘이라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일
본인들의 소박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
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은 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일본인들의 가치
관과 생활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이야기 꺼내자마자 활짝 웃어주셨다ㅠㅠ)

∙ 추가질문 :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일본의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 적이 있을까요? (2차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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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A 저는 수학여행을 일본 오사카로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일본에는 소형차가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점을 알게 되었
습니다. 이후 수학 프로젝트를 통해 소형차의 효율성을 따져보고자, 알짜힘은 질량×가속도라는 뉴턴의 가속도 법칙을 활
용하여 보았습니다. 질량외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 (이후에 뭐라 말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서 못 적었
지만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수학얘기 꺼내니까 추가 질문 없이 듣고만 계셔서 다행이었다)
Q1

본인의 3학년 때 진로희망이 콘텐츠 기획 및 유통 전문가인데 이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고, 본인은 이러한 자질을 갖추
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이건 다행히 준비했던 내용 그대로 대답했다.)

기타 유의사항
우선 면접을 너무 촉박하게 준비해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커요. 준비기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덜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면접 준비는 1차 합격하고 3~4일 만에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대략 2주 전부터 짬짬이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차를 붙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활동을 정리하고 돌아볼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
람들로부터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며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은 반드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전

형

광운참빛인재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있다가 한명씩 불러서 내보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주세요.

Q2

일렉트릭 유니버스 (읽은 책 중에 하나)에서 기억나는 내용 말해주세요.

Q3

앞으로 진로가 바뀌겠지만 왜 전기공학과에 지원했나?

Q4

스마트 그리드가 무엇인가?

4-1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의 차이가 무엇인가?
4-2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Q5

우리나라의 전력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5-1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전력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Q6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무언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져 미리 선행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취미도 가능하다고 함)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짤막하게 30초 정도 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전공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음. 꼬리질문 또한 굉장히 많음.

전

형

광운참빛인재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 / 학종은 생기부, 자소서 보는거 아닌가? 근데 나는 두분 다 그거 보고 질문 안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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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는 왼쪽분, Q2는 오른쪽분인데 누가봐도 왼쪽분이 입학사정관 오른쪽분이 교수님이었음.
Q1

자기소개 해볼까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키백과 읽기가 취미인 학생입니다. 위키백과를 읽으며 현대물리학의 한계점을 알게되었고 통합이론
을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꿈이었으나 봉사활동을 하며 소외되는 사회취약계층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스마트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전기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Q2

스마트의료기기인데 왜 전기공학과?(이런 소형제품개발은 전기보단 전자에 가까움)
A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신호변환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기공학에서 에너지로써 전기를 다루고 이를 의료기기의 전력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임베디드시스템, SoC 설계에 관한 내용
은 스스로 학습할 것입니다.

Q2

어떤 스마트 의료기기?
A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혈당량이라든지 심박수라 든지 이런 체크하는 기기를 SoC화 시켜서 생산 단가를 절감시킬 것입
니다.

Q2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스마트 의료기기개발 ?
A 임산부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병원에 가야합니다. 임산부가 병원에 가기보단 자택 내에서 원격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Q1

광운대학교의 이미지가 어떤가?
A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횡설수설) 어 음 저는 다른 과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광운대학교하면 전기전자. 전기전자하
면 광운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광운대학교는 전기전자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Q2

이렇게 스마트 의료기기를 발명할거면 정규커리큘럼 외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테고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학교에서 교
과외적으로 공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A (준비했으면서 횡설수설함) 어 음 어떤 걸 얘기 하는게 좋을까..음..(생각나는게 너무 많아서 무얼 말할지 고민함) 자소서
에도 나와 있지만 오일러 공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대충 오일러 공식에 대한 설명하는 글’.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Q2

아니 그거 말고 호기심에서 말고 목표를 갖고 공부해본 것?
A 어 음 자소서에도 나와 있지만 나뭇잎을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리그닌 성분이~ ‘대
충 전람회 했던 내용 설명하는 글’.

Q1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 하다가 전기공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전기공학과 지원율이 저조해요. 만약 학생이라면 어
떻게 학생을 끌어 모을 건가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재 학생들은 취업에 대해 걱정이매우 크고 사회가 변화하는 시점인 4차산업 혁명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학과
라는 이름이 너무 클래식하게 느껴집니다. 4차산업 혁명에 관련된 단어와 전기공학과를 적절히 조합하여 학과명을 바꾸
고 4차산업 혁명 관련 커리큘럼을 약간 추가한다면 학생들은 여타 전기공학과와 비교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내가 적응하
고 있다고 안정감을 느끼며 이학과를 선택할 것입니다.

Q1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할말?
A 면접에서 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저를 나타내기 힘들지만 제가 친구들과의 일화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대충 그런 얘기’

Q 여기까지오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A ktx타러 가는데 1시간, 타고 오는데 세 시간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진짜 이렇게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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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광운참빛인재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3팀으로 진행. 인원이 많은 만큼 나누어 진행하다 보니 끝번
호라도 1시간 안에 면접이 끝남.(9~11분)

질문 및 답변
Q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
A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전자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SW중점학교였기 때문에 SW와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
는 2학년 때 활동한 거점형 로봇기초와 3학년 때 활동한 IOT 스마트홈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동으로 아
두이노 우노와 부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에 맞는 코딩을 하며 전자공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전자공학과의
진학을 확신하였습니다.
Q 제품을 만들 때, 아두이노를 사용하였나요?
A 넵.
Q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 어떤 힘든 점이 있었나요?
A 아무래도 전기를 다루는 제품이니 아두이노 우노에 +극과 –극을 전선에 맞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꼼꼼하게 봐
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전선을 잘못 연결하여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하였습니다.
Q 또 다른 단점은 없었나요?
A 제가 서보모터를 이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보모터로 블라인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보모터의 위치가 거꾸
로 위치하거나 코드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Q 물리동아리와 수학동아리를 하셨네요.. 수학동아리에서 뉴턴 메소드라는 것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해주세요.
A 네 저희는 단순히 심화문제만 푸는 동아리가 아닌 고교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다가 뉴턴 메소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분법을 이용하는 수치해석 알고리즘인데 함수식은 알지만 근을 알지 못할 때 접선의 기울기
로 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 이것을 직접하였나요?
A 네 직접 미분하여 그래프를 근을 구하였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안했는가? 꽤 오래 걸렸을 텐데
A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함수 개형과 근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간단한 다항함수를 다루다 보니 직접
계산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Q 수학, 화학책을 읽으셨네요.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물리책이 거의 없네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기타 유의사항
압박면접으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압박보다는 수학과 물리 또는 전공관련 지식에 대해 많이 물어봐서 당황했다. 단점이나
힘든 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전

형

지 원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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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수상내역 중 ‘수학주제발표대회’에 나가 수상하셨는데 어떤 대회이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해보세요.

Q3

공과대학에 지원하시는데 왜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화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하셨나요?

Q4

‘수학스캔들’, ‘김상옥의 양자공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책을 읽으셨다는데 그 내용과 느낌을 말해보세요.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

형

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9분 면접. 면접관 2대 수험생 1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보세요.
Q 과학수사에 왜 화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Q 과학수사에서 화학말고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Q 과학수사연구원이 지식 이외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 루미놀 반응이 무엇인가요? (자소서)
Q 과학수사기기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나요?
Q 그 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줄래요?
Q 과학수사하려면 담력이 쎄야 될텐데 그런거 잘 볼 수 있겠어요?
Q 기억에 남는 실험은 무엇이있나요?
Q 실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 그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Q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자소서)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기타 유의사항
광운대가 압박 면접이라고 했는데 정말 빡세요. 생기부와 자소서 이외의 질문도 하시고 특히 전공 관련 지식에 대해 많이 물어
보세요. 멘탈 관리 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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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건설시스템공학부

면 접 방 법

3대 1 면접, 10분 내외,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한 자기소개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에 진학하여 세계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가상후보 9번입니다.

Q2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단점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해온 노력도 말해주세요.
A 저의 장점은 1학년 때는 반장과 동아리 부서장을 맡았고 2학년 때는 2학년장, 3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을 맡아오면서 증
명된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은 좋게 말하면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단점이 되는 이유
는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하여 다른 일에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점으로 인해 수학시험을 칠 때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플래너에 해야 할 일과 일
의 우선순위를 적었고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을 정해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는 수학
성적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었고, 다른 일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Q3

진로희망사항이 1학년 때는 빅데이터 전문가, 2학년 때는 건축공학자 3학년 때는 기계공학자로 바뀌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A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1학년 때는 학교 선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 저도 프로그래밍을 경험 해보았고 진로희망사항에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종을 적었
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로희망이라기 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고 2학년 때 건축공학에 관한 진로체험을 통하여 제 적성과
맞는 직종이 공학계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찾아보았고 다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4

건설시스템공학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과목 두 가지를 뽑자면?
A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와 지구과학이라 생각합니다. 공학이기 때문에 물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라 생각했고 지구
과학이라 생각한 이유는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몬즈의 정리라는 것을 공부하다가 몬즈의 정리의 예시인 진앙의 위
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한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몬즈의 정리를 이용하여 실제 지진이 발생했던 위성지도 사진을
통해 실제 진앙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
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대학교에 진학하여 이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Q5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A 초등학생 때는 유도선수를 했었고 지금은 축구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Q6

동아리 활동을 보면 1학년 때는 고전문학반, 2학년 때는 엘로힘생명, 3학년 때는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각
각 다른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는?
A 1학년 때 제가 들었던 동아리 이름이 고전문학반인 것은 맞지만 문학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활
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문학적 요소에 제 장점인 손재주를 더하여 동아리 발표 대회 때 나무상
자를 이용한 피노키오를 만들어 전시하였고 동아리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2학년 엘로힘생명에서는
동아리발표 대회 때 전시부문이 아닌 발표부문에 참가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제 발표 실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목
적을 토대로 한 해 동안 공부한 생명 동아리 내용을 PPT를 통해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대표로 발표를 했고 2등이라는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제 흥미인 다리와 관련된 수학활동을 하고자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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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다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다리를 말해보세요.
A 아치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치교는 아치형 구조로 양 끝을 고정하면 압축력을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견뎌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다빈치 다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다빈치 다리가 우리 공동체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나무 막대로는 작은 힘도 견딜
수 없지만 다른 막대들과 협력하여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혼자서는 큰일을 해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여 큰일도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동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8

멀리서 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제가 만약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에 진학하게 된다면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다리를 지은 사람이 국민
대학교 출신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건설시스템공학부

면 접 방 법

맨 처음에는 각자의 면접대기실로 이동한 다음 전자기기를 반납한다.
준비한 서류는 학교에 따라 볼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다.
자신 차례가 되기 직전 면접실로 이동한 다음 차례가 되면 면접을 본다.

전

질문 및 답변
생기부 및 자소서 기반 면접
Q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무엇인가?
A 제가 사는 지역은 과거에 늪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약지반으로 최근에 발생한 포항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지진 액상
화’ 현상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때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내진설계 현황 및 개선 방향과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을 잘
이용하고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생기부에 적힌 많은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친구들과 시 교육청이 주최한 지역 교육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들을 한번에 가르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흥미를 찾으며 좋
아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게 돼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진로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는가?
A 고등학교 초반에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지 상태
에서 각종 대회나 동아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직업군과 관련한 활동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로희망에 대한
생각이 해가 갈수록 바뀌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Q 내진설계 현황 및 개선 방향과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다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과는 다르게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내진설계 전문가는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진안전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한 건축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니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진설계 전문가들을 육성할 교육사업을 추진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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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부

면 접 방 법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신분증과 수험표를 확인.
면접 전 대기실 분위기가 조용하고 자료를 보거나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없음.
3:1 면접 방식으로 남자교수님 1분과 여자교수님 2분이 계셨고 앞에 책상과 의자가 있음.
휴대폰, 전자기기 수거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주세요.

Q2

울산에서 왔으면 어제 왔나요? 뭐 타고 왔나요?

Q3

루이스 칸의 어록이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나요?

Q4

루이스 칸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Q5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나요?

Q6

국민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Q7

건축학부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Q8

마지막으로 할말?

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경영정보학과

면 접 방 법

일대다, 면접관 3명, 면접점수 30점, 아침반

질문 및 답변
Q 준비해온 자기소개 혹은 지원동기를 해주세요.
A 저는 1학년 때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선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
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경영정보학과를 통해 매력을 느꼈습니다.
Q 주식 투자 동아리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A 저희 학교엔 경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지만 그에 반해 주식에 관심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기에 6명의
소인원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말해주세요.
A 저는 PER과 PBR을 통해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하는 ‘가치투자자’입니다.
Q 보아하니 사교성이 높은 것 같은데, 주위에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나요?
A 반장을 2년 동안 하면서 학교의 고위 임원들과 두루 친했으며 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Q 교외 봉사활동 중에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A ‘은빛노인복지회관’ 봉사활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 초기에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을 도와
주면서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자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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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고 싶은 말이나 마무리를 해주세요.
A 저는 대한민국의 월 스트리트인 여의도 증권가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대학교를 대표하는 증권사 경영인이 될 것입니다. 그
렇기에 국민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화장실은 조교를 동행하지 않았음. 아침반에 14명이 들어왔으며 본인은 12번을 배정받았음(대기시간 120분). 다른 사람 면접
시작부터 본인이 가지고 온 면접 자료를 볼 수 없음.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2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해보세요
A 저는 경험을 위해서라면 도전을 꺼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지역 배구대회, 교내영재학급, 경영관련 보고서 작성, 각종 리더직, 제주도 지질탐 사, 지역 별 관측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아직 정말 어리고 많은 것을 모르는 저를 더욱 성숙하게하고 견문을 넓혀줄 것이
라고 생각하였기에 경험에 많은 의의를 두었습니다.
Q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말해보세요.
A 책에서 애덤스미스가 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동기부여의 본능이 이기심이라하였습니다. 그러고 그 이
기심을 어떻게 활용해야 사회의 이익이 될지 연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며 왜 애덤스미스가 자유로운 시장경제
를 지지하였는지 와 그의 정책들이 이해가 갔으며 더 나아가서는 경영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해야할지 생
각하게 된 계기 또한 되었습니다.
Q 2학년 기말에는 성적(1.0)이 굉장히 좋았는데 3학년(1.8)에는 왜 떨어졌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주세요.
A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활동에 대한 욕심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Q 경영컨설턴트로써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A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머니볼’ 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MLB에서 자금도 정말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한 구단에 빌리 빈이라는 구단주가 들어오며 기존의 일반적인 타율과 달리가가 빠른 선수를 영입하는 대신
새로운 분석을 통해 출루율이 좋은 선수들과 각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들을 영입하며 MLB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미래의 경영컨설턴트를 꿈꾸는 저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경영전략을 세우는 데
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경영컨설턴
트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본인이 많은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험 때문에 공부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
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A 저의 학교생활에 있어 경험과 학업 둘 다 잡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을 줄이고 체력을 늘려 저의 활동
시간을 늘리면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게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저에게 학업과 경험 둘 다 놓치는 독이
될 수 도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잘 컨트롤한다면 역경 속에서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오히려 이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 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고 저에게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A 저는 경영학에 있어 중요한 역량이 트렌드와 사회적 이슈를 잘 캐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아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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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과학, 기술, 정치, 외교. 문화 등 이러한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
고 그것에 발 빠르게 맞추어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평소에 인터넷 기사, sns 등을 자주 확인하였습니다. 가
장 최근에는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보며 일본이 강제징용 판별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3개종목와 불화수소 수출 금지에
대해 보며 일본이 이러는 와중 과연 우리도 정보를 계속해서 주어야하는가 생각했고 좀 전에 협정이 연장 된 것을 보며
우리나라가 이를 계기로 관계회복에 좀더 신경쓰는 것인지 혹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것인지 더욱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형

국민프런티어 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유, 입학 후 학업계획)
A 저는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경제이슈나 마케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관심이 많아 경영학과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강의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대해 알게 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미래시대에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서 경영학과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나 진로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경대 경영학과에 진학해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해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경영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
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필수적으로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방법, 비즈니스 운영 관리 등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먼
저 배워야하는 것들을 착실하게 학습하고 그와 동시에 저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적절한 경영전략을 수
립하는 것에 대해 많은 흥미가 있기 때문에 경영전략론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싶습니다.

Q2

졸업 후 진로, 진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학생활 계획
A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선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거나 육성해주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투자 기관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법규도 잘 익힐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동시에 쌓을 수
있으므로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따서 공인된
경영컨설턴트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의 시장성, 소비자의 취향에 관한 마케팅을 공부하며 정보
분석 및 수집능력 등을 향상시켜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컨설팅 회사에 이직하여 강소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전문 경영컨설턴트로서 인지도와 명성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인 경영컨설턴트가 되어
마케팅 뿐 아니라 재무관리나 회계 진단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컨설팅을 도전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경영컨설턴트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많이 힘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독일의 강소 중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Q3

경영학 관련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A 저는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줄 때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이에 대해 잘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내부 자원을 잘 분석하여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적절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판단하
기 위해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자질을 발휘한 경험,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상
A 저는 꼼꼼하게 정보를 모으고 분류하는 일은 잘 하는 편이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나 직관력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
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내토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론 대회를 통해 논제의 핵심을 보다 전체적으로 보고 원
인과 결과, 또는 영향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고 그 결과 입상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영학과
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 받은 상이라고 생각해 더욱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독서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고 대상을 관찰하거나 패턴을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방
법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Q5

본인이 이 학과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강점, 성장가능성
A 저는 한편으로 차분한 성격이라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 프로젝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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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는 모둠원들에게 제가 찾은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어를 내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있습니
다. 또한 역할을 분배할 때 모둠원들의 장점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 분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이러
한 능력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협
력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영학과에서 이런 능력을 토대로 성장하는데 이점이 있을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Q6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형

국민프런티어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 학생 1 생기부에 관한 내용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지원동기

Q3

또래상담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Q4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이 무엇이었나?

Q5

운동을 잘 하는가?

Q6

영어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어떻게 할것이냐

Q7

경제학과에 입학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

Q8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생기부에 있는 내용)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서 많이 긴장됨, 파리소리가 젤 클만큼 조용함, 화장실 보내줌, 대기실에서 수험표만 볼 수 있음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제가 국민대학교 법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고교 생활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
릴 적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 법정의 세계를 처음 접하고 꾸준히 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법
에 근거하여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의 역할이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매력을 느꼈고 직접 학
생 자치법정과 교칙 제개정 활동을 하면서 ‘판사’가 되고 싶은 꿈이 확고해졌습니다. 성적에 맞춰 아무 과나 가서 로스쿨
만 가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몇몇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대 법학과에 지원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로스쿨에서 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 법학과에서 4년간의 학부교육과정을 통해 법에 대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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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쌓아놓으면 대학원에서 더 집중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꿈을 위해 다가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남들보다 일찍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있다면 제 꿈을 꼭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국민대 법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판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판사는 단순히 법에 근거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꿈꿔왔던 판사
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칙 제개정 경험을 통해서 공정성과 더불어 조금의
융통성을 갖춘 판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등교시간에 늦어서 지각을 많이 해서 과벌점자가 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기면증을 앓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 친구로서 지
켜보았을 때 평소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일찍 준비하려고 했던 노력이 돋보였던 이 친구에게는 단순지각으로 벌점을 받
은 학생과 동등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점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
하였고 선생님과 다른 판사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벌점을 조금 깎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하는 판사가 가져야 할
융통성은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결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 있던 사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더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바라보려는 공정성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
통성을 갖춘다면 최고의 자질을 갖춘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Q3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A 제가 생각하는 법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인간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분쟁과 갈등상황을 가장 이성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은 정의를 목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
다고 생각합니다.

→ 꼬리 질문 계속함.
Q4

자소서에 있는 법 용어 배우는 과정 상세하게 물음.

→ 꼬리 질문

기타 유의사항
일반 전형보다 농어촌 전형이어서 그런지 꼬리 질문이 심한 편. 교수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고압적으로 면접을 하는 경향. 면접
후에 면접자들의 반응이 모두 같은 편.

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법학부

면 접 방 법

입실 완료 시간 이후 준비한 자료 볼 수 없음 / 휴대폰 제출 / 다른 학생들과 대화 불가능 / 3(면접관) : 1(학생)
면접으로 10분 내외 /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밖에서 노크함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학교 생활 중에 힘들었던 건 무엇인가요?
A 금연 UCC 갈등 말함

Q3

다음 해에도 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땐 갈등이 없었나요?

Q4

공수처법에 대해 찬성하나요?
A 아직 관련 법지식이 얕아 함부로 찬반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함.

Q5

그러면 찬성하는 건가요. 반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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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짧은 이유와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
Q6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사회 간 약속, 보호 기능 말함.

Q7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맞는 건가요?
A 강화된 법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두려움을 갖길 바람. 이를 통해 다른 시민들의 권리 보호.

Q8

혜화역 시위에 대해 어떤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나요?
A 사건 전개 요약 후 설명.

Q9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Q10 학교생활 중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 외에 힘들었던 건 없었나요?
Q11 힘들었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Q12 그 행동으로 얻은 것이 있나요?
Q1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대부분 자소서 1번과 법정 세특에서 질문함 / 세 분 중 한 분은 계속 웃어주시고, 다른 한 분은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고 아예
말을 안 하심. 가운데 계신 분은 마지막에만 웃으시고, 전공 관련 질문 전부 다 하심.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사회학과

면 접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3분(중년 남자 면접관 2명, 젊은 남자 면접관 1명)
∙ 세분이 골고루 질문을 하심. 젊은 남자 면접관님은 주로 공통질문, 중년 남자 면접관님은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위주로 질문하심

질문 및 답변
Q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많이 긴장되었나요?
Q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내가 무엇인가 크게 변화시켰거나 이룬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Q 자신의 꿈을 말하고 국민대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활동할 것인지 학업계획을 말해보라.
Q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
Q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데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Q 방송부 활동을 통해 갈등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외에 4-5가지 질문 더 받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대기실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모두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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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은 옷에 임시번호스티커를 붙임
생수가 마련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물 마실 수 있었음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교육학과가 하나의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함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학부

면 접 방 법

3:1 면접, 제한시간 10분, 서류 기반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네 저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오~ 블록체인~ 이라고 감탄해주심) 2년 전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한창 대두되었을 때, 그에 관한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동시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블
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흥미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마침 제가 보안기술 관련된
것을 좋아해서 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
었고, 이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이 학교의 소프트웨어학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해서 말을 조금씩 더듬어서 그런지 긴장 풀어주시려고 하셨음)
Q 비트코인에 투자하셨었나요?
A 아니요.. 학생인지라... 못했습니다.
Q 아이고 아쉬웠겠네요
A 네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Q (웃으시면서) 안하시길 잘하셨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A 아 안 사길 다행이네요.
Q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A 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두이노와 EV3를 이용한 프로그래밍도 했었고, 또 저 혼자서 파이썬을 이용해보기도 하였습
니다. 기하와 벡터를 배우다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들을 보고 이 그래프들을 컴퓨터로 입력을 했을텐데 어떻게 하였
을까 궁금해졌고, 이를 직접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에서 함께 이용되는 라이브러리들, matplotlib과 numpy라는
것들도 사용하였습니다.
- 꼬리
q. numpy가 파이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죠?
a. 음, 수의 계산이나 행렬을 매끄럽게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Q 블록체인이 해킹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A 블록체인이 각 블록에 거래내역 같은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이를 체인형태로 엮어서 많은 수의 컴퓨터에 복제를 시켜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한 컴퓨터만 해킹을 하면 그 컴퓨터의 정보가 바뀌게 되고, 이는 다른 컴퓨터들의 정
보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눈에 띄게 되니 해킹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꼬리
q. 모든 컴퓨터들을 해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모든 컴퓨터의 정보를 다 해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인가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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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학년 때 학예부 차장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의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이었는데, 3학년 선배님들도 입시준비로 바쁘다보니 제가 혼자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
각하고 혼자서 해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른 친구들의 도움은 받지 않고 저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이 잘못 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려 노력하
였습니다. 그렇게 3학년 전교부회장이 된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두가 협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
러다보니 더 좋은 성과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Q 그러면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것이네요?
A 음, 협력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꼭 해야겠다싶은 말.
A 제가 <누워서 읽는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를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그 분의
한 일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분이 한 회사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서 이를 수행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감을
얼마 안 남기고 버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그를 잡는 디버깅 작업을 밤을 꼬박 새서 하셨다고 합니다. 마
침내 버그를 잡아냈을 때의 느낀 쾌감과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자주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지 않거나 로봇이 제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오류를 잡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오류를 잡아냈을 때는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습
니다. 이 덕분에 저는 프로그래밍에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프로그래밍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
람만이 이 학교에 와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공 관련 질문들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면접관분들도 잘 웃으시면서 경청해주십니다.
그리고 읽은 도서 관련된 것은 하나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전자기기는 제출하고, 자료들은 가방에 넣어두라고 하십니다. 자료 못 봅니다. 생수제공 합니다.
제한시간은 복도에 계시는 분이 잽니다. 시간 다 되어 가면 노크하십니다. 이 때 대충 답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학과

면 접 방 법

3명의 면접관과 개인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 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IOT분야의 선구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국가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Q2

자기소개서에서 HDD를 직접 분해해 보았다고 했는데 그 과정과 느낀점을 말해주세요.
A HDD의 덮개를 제거하고 플레터와 헤드의 위치, 그리고 전기를 연결 했을 때 플레터가 회전하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헤드
까지 분해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 정보를 읽는 과정이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 정보
를 저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Q3

그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먼저 플레터에는 일정하게 배열되지 않은 강자성체가 얇게 도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에서는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전
기적인 이진법 신호를 플레터 위에 흘려줍니다. 그러면 플레터가 고속 회전 하는 과정에서 헤드의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어 플레터 위의 강자성체가 이진법 신호에 의해 일정하게 배열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A 저는 많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고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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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진로를 확고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컴퓨터라는 진로를 확고히 한 후 1학년 동안 꿈을 찾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던 과정들이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서 모든 물품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소지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학부

면 접 방 법

생기부, 자소서 기반 30% / 면접관 3명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수학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A (솔직하게) 기벡에 약해서...
Q 앱 만들기는 어떻게 제작했나요?
A HTML과 Java Script를 사용했습니다.
Q 새로 고침 하면 개체들이 남아있던가요?
A 아뇨 그래서 LoadList함수를 정의하고 If절을 사용해 저장 후 불러왔습니다.
Q C언어는 어떻게 배웠나?
A 2학년 방과 후 때 C++, 3학년 정보 때 Python 나머진 독학했습니다.
Q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수학과 관련 있는 기술은?
A GPGPU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잘 알고 있다며 칭찬받음
Q 학습코칭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
A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Q Mathmatica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드론 물체를 3차원에서 어찌 구현?
A 프로그램으로 단순 2차원에서 3차원으로까지만 구현, 개별적 이동은 구현 X
Q 마지막 한 말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랑 마지막 할 말 얘기함
인성. 성적 비중↓, 전공 관련 질문↑

전

형

지 원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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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1. 면접 대기실 (강의실)
∙ 면접 대기실에서 임의로 가번호가 지정되며 이에 따라 순서가 지정됨
∙ 개인당 10분의 면접 시간이 주어지며 1분전에 노크로 시간이 임박해감을 알려줌
(이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조급해 하지 말고 준비한 것을 다 말하는 편이 나음.)
2. 학생부 기반 면접
∙ 교수 3명, 학생 1명으로 진행
3. 블라인드 면접 (교복 금지, 학교, 집안 등 자신을 유추해낼 수 있는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의 단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말해주시오.
A 단순암기에 취약하여 장기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특히 지리 과목의 경우, 단순암기를 요구하는 편
이 강하고 단원간의 연결성이 높아 외운 것을 까먹어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일상생활 속
에서 암기해야 할 것을 의식한 대화를 통해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보성에 놀러간다고 했을
때, “어, 보성? 보성은 녹차가 유명하지. 이게 다 지리적표시제 덕분이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
연스럽게 장기기억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Q2

학생회나 동아리 부장 경험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해보시오.
A 영어교육동아리 S-TALK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 중 하나가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과 관
련된 회의에서 절반의 동아리원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차용해 초등학생들의 현재 시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과
후 형식의 수업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절반의 동아리원은 학생들이 훗날 외국인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교수법을 차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답변을 끊고 느낀 점을 말해달라
고 하심) 저는 이를 통해 리더는 상반되는 집단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효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중요한 자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Q3

인상 깊은 도서와 이유를 말해주시오.
A 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인상 깊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악덕고리대금업자의 악행으로부터
벗어나 우정과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 있는 유대인과 흑인에 대한 차별
과 백인우월주의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저는 유대인의 입장에 감정이입하게 되었고 ‘이 희곡을
과연 희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작품에 대하여 시대에 따라 입장에 따라 상반
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 이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4

자소서에서 시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질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시오.
A 진달래꽃을 영어로 번역하였는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를 영어로 번역하자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로밖
에 번역할 수 없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시는 단순 의미뿐만 아니라 말투나 억양에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 이 시를 번역 과정에서 시에 나타나는 한의 정서가 오롯이 담아지지 못해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4-1. 그럼 그 이질감이 들었다는 시 구절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말해주세요.
A will never shed tears’라고밖에 번역하지 못하였습니다....
Q5

성적이 갈수록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실수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 성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원
인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체 단순히 노력이 부족한 탓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5-1. (답변을 끊으며) 그럼 노력 부족이 원인인건가요?
A 아니요. 실수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3학년까지 성적이 떨어져 그 이유에 대해 그제서야 되짚어보자
좋아하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싫어하는 과목을 후에 학습해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이 문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실수를 할 때는 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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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시간 때 화장실 다녀오는 것 가능하고, 물도 구비해두심.
대기실 입실하여 가번호 배부하면 그때부터 면접준비자료 볼 수 없으니 나올법한 문제와 답을 미리 암기하여 대기 시간동안 외
운 것을 복습해보는 것이 좋을 것임.
긴장해서 목소리와 몸이 떨렸고 위의 적혀있는 내용보다 미숙하게 답변하였음. 또한 두 번이나 답변이 끊기기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던 이유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본인은 많이 긴장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했
음에도 많이 떨었음. 그러니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안을 많이, 확실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유라시아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0분내외 / 면접위원수 : 3명 /면접번호 : 가번호 추첨

질문 및 답변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Q1, Q2, Q3
Q3

(인사하고 자리에 제대로 앉기 전에 말 시작하심) 언어에 관심이 많네요? 동아리도 언어 관련활동하고 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같은 동아리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보통 동아리가 바뀐 거에 대해 안 좋게 본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물어서 당황함+진짜 예상치도 못한 질문인데다가 질문
의 의도 파악 못함 그리고 언어관련 동아리 한 적 없는데 여기서 생기부 제대로 안 읽었구나 느꼈음.) 언어 관련이 아니
라 언론이랑~~ 내가 한 동아리 설명

Q3

(웃으면서) 그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A 1, 2 학년 때랑 3학년 때 활동이 달랐다고 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함 시작부터 멘탈 털림. 그리고 a, b 아예 고개
들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번갈아보면서 대답함.

Q2

러시아 시사 뉴스 브리핑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뉴스들은 오보처럼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뤘던
러시아 뉴스 중 잘 전달된 뉴스란 그렇지 않았던 거 예시 하나씩 들어서 설명해보세요.
A 먼저 잘 전달된 예시는 케르치 해협을 두고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입니다. ~~~설명, 또한 잘못된 예로는 지
난 해 있었던 러시아 쇼핑몰 화재사건입미다. 우리나라의 시월호 사건처럼 아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애도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누가 방화를 저질렀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 기사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니까 이상
한데 이거보단 잘 말했던 것 같음)

Q1

러시아 시사 읽는 동아리도 한 것 같은데 주도한 거에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생기부 제대로 안 읽은 거 또 티났음.
그리고 주도했다고 당연히 답할 줄 알고 다음 본 질문을 준비해 놓은게 티났음)
A 네, 제가 주도해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적 없지만 그래도 다음 질문있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함)

Q1

그럼 리더로써 친구들이 말도 안 듣고 하면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A 사례 들어서 의견충돌이 있을 때 ~~~게 해결했다고 답함. 중간에 버벅거림 ㅜㅜ

Q1

그럼 친구가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이 분은 인성담당이셨던 듯)
A 네, 2학년 때 ~~~ 친구가 힘들었을 때 도와줘서 해결한 경험 구체적으로 말했음

Q2

관광이랑 통역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러시아 관광지랑, 반대로 러시아 사람들한테 추천
해주고 싶은 우리나라 관광지 소개해주세요
A (유라시아학과라고 신북방 정책, 신동방 정책 이런거 많이 준비해갔는데 말 못한게 아쉬워서 지금 쓰자 생각함) 러시아는
서부유럽의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이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푸틴이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며 러시아의 동쪽 지역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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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으로 유럽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지 중에선 (경주
이런거 너무 흔할 거 같아서...) 울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때 진짜 다 웃음 나 빼고) 공업단지로 유명한데 대왕암과
같은 유적들도 있으니 함께 관광하면 현대적인(진짜 아무말대잔치ㅠ)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Q2

자기 고향이라고 지금 허허 (하면서 웃으심 다른 분들도 그래서 나도 웃음)

Q2

최근에 읽은 책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유일한 예상 질문)
A 가까운 러시아 다가온 유라시아입니다. 유라시아와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고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적극적 파트너로 선택했는데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Q1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원자를 뽑아야하는 이유를 좀 어필! 해주세요.
A 먼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저의 잠재력과 역량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 준비해간 멘트 다
말함.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나 마지막 말 그냥 외워가세요. 자기소개서보다 생기부나 인성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임산생명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분과 1명의 수험생으로 구성, 가번호 순으로 입장하며 앞 차례의 수험생이 들어가면 다음 번호의 수험
생이 고사장 앞에서 대기, 면접은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제일 왼쪽에 계셨던 면접관부터 1, 2, 3이라 칭함)
1번 면접관분은 확실하게 임산생명공학과 교수님이셨으나 2번과 3번 면접관 분은 본적이 없음. 산림환경시스템학과와 함께 면접
을 봤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은 그 학과의 교수님으로 추정.
고사장에 들어가 인사를 한 후 앉음.
Q1

많이 긴장 하신 것 같은데 긴장 푸시고 잘 대답해 주세요.
A 긴장은 조금 했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말함

Q2

생기부에 동아리에 관한 질문
A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함

Q3

그 동아리에서 특히 DNA 백신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리나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DNA 백신의 작동원리 등 설명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셨네요. 칭찬을 받음.

Q4

자기소개
A 자기소개를 함. (국민대학교 교수님 중 한 분이 하신 연구 내용 인용)

Q5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 기억
A 소심한 성격을 발표를 통해 극복한 이야기

Q6

국민대학교는 다른 학교의 생명공학과와 다르게 임산생명공학과인데 이에 대하여 알고 왔는지 왜 다른 학교가 아닌 국민
대학교를 지원했는지?
A 알고 왔고 식물 자원을 이용한 치료의 득을 보았던 경험을 이용해 대답함.

- 335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Q7

3학년 독서 활동 중에 있던 책의 내용과 기억에 남는 내용

Q8

2학년 때 꿈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와 만약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에 합격한 다면 그 진로는?
A 1학년 겨울 방학에 유행한 조류 독감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위험 지역의 동물의 생매장 등의 살처분을 수의사가 결정하
는 것을 알게 되어 회의감을 느끼던 중 생명공학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매력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꿈이 바뀐 이유 설명 후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에 진학하면 바이오 신약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내용.

Q9

이제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앞에서 대답한 내용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준비한 말하고 마무리.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면접 분위기가 편안했음. 면접관분들이 계속 눈을 마주치시고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음. 꼬리 질
문이 많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묻지 않았음. 면접관의 눈을 쳐다보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음.

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재무금융전공

면 접 방 법

서류 기반 면접 및 인성 질문(총합 10분 내외)
다대 일 (3대1 면접, 압박이 심했음)
수험 번호 확인 후 대기실 입실, 후에 가번호를 부여하여 가번호 순대로 면접실 입장
(19번부터 시작이였는데 본인은 20번이라 2번째였음)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동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및 느낀 점

Q3

금융과 사회적 기업은 무슨 연관?

Q4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아나?

Q5

유난히 수학성적이 낮은 이유?

Q6

금융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과목은?

Q7

재학 중 친구들과 협력했던 경험

Q8

국민대학교가 본인을 뽑아야하는 이유

기타 유의사항
압박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마치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 멘탈에 금이 가게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연습을 충실히 하고
갔다 생각하여 대기실과 면접실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긴장은 하지 않았지만 압박을 받으니 어느 샌가 자세가 흐트러지고 말하는
데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공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아 당황하였고 본인의 말에 논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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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국민프론티어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관 3 : 지원자 1, 블라인드 면접(성명/고교/부모님직업/출생지역 언급 금지)
2.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 면접관 각 한 분씩 3분이 면접진행
3. 9분이 지나면 노크를 함. 면접관 두분은 화기애애한데 한분은 악역인 듯 마냥 무뚝뚝

질문 및 답변
Q1

자기조도성 면접. 고교생활 중 자기가 주도해서 해낸 것이 있나요?

Q2

전공적합성. 자신의 진로가 기계공학과인데 왜 전기공학과에 지원했나요?

2-1. OTM 전문가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전 질문에서 OTM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음)
Q3

자신이 가장 흥미 있었던 과목은 무엇인가요?
A 물리에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하며 드론을 띄울 때 양력의 원리에 대해 알게된 것에 흥미를 가졌다고 이야기함.

Q4

봉사활동 중 의미 있었던 활동은?

Q5

학생회 활동 내에서 있었던 갈등 상황? 어떻게 대처 했는지?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일단 10분동안 제 역량과 잠재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 국민대학교에 견학을
다녀간 후 국민대에 꽂혀 많은 기사와 포털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를 4차 산업혁명과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하신다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꼭 국민대학교에 진학후 제
빛을 발휘해 내고 싶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질문이 많아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할말을 하기 전 9분이 지나 노크소리가 들림. 이번에는 전공보다 인성면접을 많이
본 것 같음(다른 학생들의 면접에 대해 물어봤는데 인성면접이 다반수) 첫 면접이라 처음 질문에 어리버리 했는데 면접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분위기를 타니깐 괜찮았음.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전자시스템공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기반면접 / 10분 소요 / 면접관 3명의 3대1면접

전

질문 및 답변
Q 국민대학교 처음 와봤나요?
A 네
Q 방송부활동을 봉사를 목적으로 하였나요?
A 네 1차적으로 저에게 가장 와닿는 봉사는 교내봉사였기 때문에 방송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향담당으로서
방송기기 점검 및 방송기기제어를 맡아서 하며 교내의 각종 행사진행을 담당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방송기기의 오작
동과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전기기사님께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며
전자시스템제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알아보다가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의 현대제어과정에서 시스템 엔지니어의
기초를 배우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운다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육과정을 언급을 하니 면접관이 웃으며 매우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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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학성적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마지막에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진 이유?
A 마지막 수학시험이어서 많이 긴장하여서 실수를 많이 해서 떨어졌습니다.
Q 다른 과학성적은 높은데 물리성적이 낮은데 우리학과에 와도 괜찮을까요?
A 저는 전자시스템공학자에게는 물리도 중요하지만 저가 잘했던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등의 다양한 과목공부를 하며 융합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학교에 와서 물리공부는 어떻게?
A 저가 다른 과학 과목을 공부할 때처럼 열심히 공부하며 모르는 것은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해결할 것입니다.
Q 물리2공부를 독학한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저는 교류회로와 축전기 파트에서 전류를 구할 때 시간에 따른 전하변화량을 미분을 이용해서 구했던 점에서 또 한 번
수학과 물리의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읽었던 책 중 미래를 바꾼 아홉 가지 알고리즘은 어떤 책인가요?
A 지금의 인터넷 검색인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연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프로그래밍 해서 우리가 검색한 내용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였습니다.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림)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저는 전자 시스템 공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융합적인 사고와 ICT기반의 탐구능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ICT 활동을 했던 부분이 저가 이학과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적합한 활동 이였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리고 국민대학교 진학하게 되면 전자시스템공학과의 소모임인 ‘엘코’에 가입하여 선배들과 친목을 다지며 선배들한테 많
은 것을 배워서 나중에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하여 국민대학교를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학생부내용을 꼼꼼이 살펴보며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
TIP.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과의 교육과정을 알아두고 그것을 잘 활용하니 면접관님들이 우리학교에 가고 싶어서 알아보았다
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함(그래서 최초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중국정경학과

면 접 방 법

3:1형식 / 자소서 위주의 심층면접
기초적인 질문보다는 자소서와 생기부 내용의 심화적인 측면을 질문함.
질문이 다소 많음 (약 15개 정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밖에서 노크를 해줌 (면접 시간이 철저한 듯)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30s)

Q2

성적 상승에 대해 칭찬해준 다음에 공부법에 대해 질문
A 칭찬 감사하다 한 후 수학 과목을 예로 들어 공부법 소개

Q3

중국어 교과 시간 한중일 호랑이 문화를 비교, 삼국의 호랑이문화 차이점
A 조사한대로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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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한중일 호랑이문화를 비교한 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는데 자신만의 생각이였는가?

Q5

미술작품을 보고 스스로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
A 책을 읽은 경험을 들어 여러 자료를 찾아본 후 비교분석 가능하였다고 답변

Q6

동아리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바이두를 참고하였다 하였는데 중국어로 되어있는 사이트를 어떻게 참고할 수
있었나? 어려움은 없었나?
A 어릴 때부터 배운 중국어로 어느 정도 해석 가능, 모르는 단어는 교과 선생님에게 여쭤보며 어려움 해결

Q7

바이두에서 본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인들의 입장을 말해보세요
A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근거를 말함

Q8

그런 중국인들의 입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해보시오
A 한류스타를 동경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으로 인한 정치적 입장과 다른 색채를 띠는 입장에 대
해 말함

Q9

동북공정과 윤동주가 무슨 관련이 있나?
A 윤동주가 동북공정의 문제로 대두된 사건에 대해 설명

Q10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 하였는데 어떤 콘텐츠 활용하여 제작하고 싶은지?
A ‘동주’ 영화가 윤동주 시인의 삶을 주제로 영화를 짰다면 윤동주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
대답함.
Q11 왜 중국인들이 윤동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나요?
A 윤동주라는 사람이 가진 문학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 설명
(답변을 들은 후 면접관님이 윤동주의 고향과 면접관님의 생각을 말해주심)
Q12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영화를 어떻게 쉽게 접하고 알아보나?
A 단순하게 생각하여 중국어 자막을 달아 내용의 이해를 도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k-pop스타를 등장
시키는 방법도 있다 생각한다고 답변
Q1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30s)

기타 유의사항
오후반에 17-8명 정도 있었는데 대기시간 이후 가져온 자료를 아예 볼 수 없음.
가번호를 뒷 번호를 받을 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2시간 30분-3시간 까지 기다려야 함.

전

형

국민프런티어전형

지 원 학 과

한국어문학부 국어문화전공

면 접 방 법

면접관3명과 학생1명 3:1면접, 블라인드면접
대기실에서 순서대로 기다리고 진행위원이 부르면 대기 후 입실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저는 국어 전도사입니다. 왜냐면 올바른 언어생활을 지향하고 시와소설쓰기 활동하고 친구들에게 이를 권유하면서 붙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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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3학년 때 성적 떨어짐 왜?
A 반장 활동과 공부 병행했기때문

Q3

‘수레바퀴 아래서’의 학교는 어떤 것 같나?
A 한스가 다니는 학교는 자기 주체적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Q3-1. 그럼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가?
A 다르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제가 하고 싶은 동아리 시, 소설 쓰기와 같이 활동 많이 지원한다.
Q4

운문상 많이 받았는데 학생이 쓴 시는?
A 반딧불이를 별로 표현한 시입니다.

Q5

성실상, 모범상, 봉사상 받은 이유와 자기주도 학습상도 얻었는데 자기주도 어떻게?
A 친구들이 기대하는 활동 많이함. 반장으로써 항상 노력함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다양한 활동 많이 함

Q5-1.그럼 친구들이 시기했었겠네?
A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저랑 라포가 형성되어있어 괜찮았다.
Q5-2. 아닐텐데 겉으로 그래도 속으로 시기했지 않을까?
A 아닙니다. 제가 잘 하는 것과 친구가 잘하는 것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능력과 역량 잘났고~
Q6

심청전 심청이가 뛰어드는 부분 말해봐라
A 공양미 삼백석 받기위해 목숨 받쳐 인당수에 뛰어들고 그후에 어머니....

Q6-1. 그 부분 말고 심청이가 뛰어들면서 한말 혹은 배경 그부분들을 묘사해봐라
A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다시 읽어서 합격여부 상관없이 말씀드리겠다.
Q6-2.그럼 심청이는 효녀인가?
A 네. 효녀입니다.
Q6-3. 학생은 심청이처럼 부모를 위해 목숨 받칠 수 있었나?
A 네 저는 부모님을 위해 목숨 받칠 수 있다.
Q6-4. 그건 너무 현대사고와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인성점수는 좋게 받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점수는 안 좋게 받을 것 같다.
A (대답 하려는데) 교수님이 “그러면 대학 들어와서 배우면 돼지 뭐. 심청전 너무 옛이야기라서.
Q7

울산 사는 것 같은데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A 반구대 암각화는 그림이지만 가치가 높다 하지만 물에 잠겼다.

Q7-1. 물에 잠기는 거 어떻게 생각?
A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7-2. (자세히 기억 안 남)몰비딕을 쓴 작가가 말하길, 자신의 반구대 암각화를 보고 몰비딕을 썻으며~, 울산시민은 이를 방
치하는 것 같은데?
A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저도 반성중이다.
Q8

국어교사가 꿈인데 무엇을 가르치고 싶나?
A 국어가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 특히 학생인 저처럼 힘들 때 문학을 통해 위로를 전달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이런 말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간절하기에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하신 할아버지가 암 판정받으시고 투병생활중입니
다.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까지 응원을 해주셨는데 저는 바빠서 힘이 못되어드렸습니다. 꼭 합격해서 할아버지께 힘이 되
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께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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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군사학과

면 접 방 법

시사문제 하나 물어보고 그 과에 맞는 질문을 함.

질문 및 답변
Q1

글로벌 시대인데 가고 싶은 국가랑 그 이유를 말하라는 시사문제가 나왔습니다.
A 이 질문은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국가와 이유를 말하면 될 것 같아 제가 가고 싶은 국가를 말하였습니다.

Q2

장교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A 이 질문은 제가 준비 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쟁원인이 국제사회의 힘겨루기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
서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론 발전이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는 더 단단해 져야한다는 생
각을 하며 훈련과 군사학 공부를 하여 더 단단한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장교가 되고 싶은 이유를 더 풀어서 말했
던 것 같습니다.

Q3

어는 학교들을 넣었냐고 물어보시고 어느 지역에서 왔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 이 질문은 상황에 맞추어 잘 설명했던 거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극동대는 분위기가 좋아서 긴장을 덜 했던 것 같다. 준비한 것을 다 못 보여 주고 온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미디어영상제작학과

면 접 방 법

자기소개 후 / 공통 교양질문 1개 / 하고 싶은 말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A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에 지원하게 된 최진웅이 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영상제작과 와 관련된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여기
서 이룰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공통 교양 질문 1개, 질문 :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의 대해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시오.
A 저는 2학년때 울산 과학 대회에 참여 하였습니다 거기서 환경에 대한 주제로 실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밀웜으로 스티로폼
을 분해시켜 스티로폼을 분해시킨 것은 거름으로 사용하고 밀웜은 우리가 아는 미래 식량이기 때문에 미래 식량으로 사
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인 스티로폼이 해결 될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어렸을때부터 생각해오던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영상 이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미디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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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학과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위해서 하는 공부는 엄청
나게 열심히 할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항공운항서비스과

면 접 방 법

∙ 7인 1조 면접관 2인
∙ 디귿자 워킹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저는 사교적인 누구보다 적극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자신이 있고 항상 주위를 둘러보며 제
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도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런한 점이 제가 승무원 되었을 때 승객분
들과 동료분들의 행복한 비행이 되는 것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과의 지식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최고의 승무원에 한 발작씩 다가 갈수 있을 것입니다.

Q2

환경문제(실천할 수 잇는 환경보호법, 기대효과)
A 여름,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학교 전기세가 많이 줄게 되었고 학교나 집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영어실력정도, 영어공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계획
A 저는 학교영어실력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멘토 멘티 활동으로 영어가 부족한 친구하여 가르쳐 주면서 저 또한 더 잘
끼억할 수 있었습니다. 극동대학교에서도 지금의 영어실력을 밑바탕으로 토익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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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고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10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올 때 뭐 타고 왔나요?

Q2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왔는데, 금오공대 캠퍼스 돌아보니까 어떠한가요?

Q3

자소서 1번 문항에 핵심이 되는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질문함( 이환 교환 수지)

Q4
-

자소서 2번 문항에 대해서 질문함.
우블렉과 케블라의 물성을 가진 복합 소재 개발을 대답함
(추가 질문)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연구했는가?
(추가 질문) 이것으로 대회를 나간 것인가?
(추가 질문) 어떤 프로젝트였는가?

Q5

실험과정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것인가?

Q6

케블라라는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Q7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말해보라.
A 과제연구대회는 어떠한 주제로 준비하였고, 처음에는 단일 반응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아디핀
산공정까지 전체적으로 알아야 했고, 학교 선생님께 자문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실제로 직접 석화오퍼레티어 찾아
나선 일, 고생한 과정을 말씀 드림. 이때부터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심. 이 질문은 본인이 답변을 능동적으로 선택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원하는 부분 준비하면 좋을 듯.

Q8

자소서 3번 문항 기반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에 대해 질문함.

Q9

면접 보느라 수고 많았고, 저희 면접관이 지정하지 못해서 준비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까요?
A 금오공대에 지원한 이유를 대답함. 구체적인 학업 계획도 대답함. 가운데 계신 면접관께서 오늘 면접자 애들 고분자 아니
면 화공 간다고 말한다고 언급하시면서 소재미디어 디자인 공학과도 좀 와야지 하셔서 다른 면접관들도 웃으심. 저도 시
선으로 맞장구 쳐 드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만약 1학년 때 화학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
까 제가 소재미디어 디자인 공학과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함.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보다 자소서 기반 면접임. 임기응변이랑 진위여부에 대한 진실성만 가지고 있다면 면접 난이도는 어렵지 않음. 교과목에
대한 질문보다는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질문이 많으니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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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기계설계공학과

면 접 방 법

3 : 1 면접, 10분에서 12분정도 한다.

질문 및 답변
Q 물리교과동아리에서 하이퍼 루프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럼 하이퍼 루프와 기계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A 하이퍼 루프로 말씀드리자면 열차가 있는 곳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공기의 마찰이나 중력의 힘을 받지 않고 빠르게 이동
한다는 점입니다.
Q 하이퍼 루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A 하이퍼 루프란 열차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일정 공간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그 길을 통하여 기차를 이동시키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꽤나 시간이 절약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아직
발전 단계이기에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인명, 재산피해가 난다는 점입니다.
Q 자율교과동아리 정시파이터를 하셨는데, 주로 지구과학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구과학과 기계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A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Q 기계설계 공학부와 관련된 독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A 스티븐 잡스의 발명콘서트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지금까지 발명해온 수많은 자동차나 비행기 등 탈 것들을 부품하나하
나까지 분해하여 설계도처럼 그려놓고 그 탈 것에 대한 유례나 역사에 대한 설명과 각 중요 부품의 사용 방식 등을 적어
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보고 기계 설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Q 진로는 항공 우주 공학자인데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공기도 기계의 일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더 많은 기계를 만지고 경험하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기계를 설계부
터 제작까지 해보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자기가 한 활동들이 그 학과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놓을 것
∙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히 보며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할 것
∙ 너무 긴장하면 일단 면접관 교수님들이 알기 때문에 차분히 할 것

전

형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기계설계공학과

면 접 방 법

한명씩 들어가서 면접관 3명과 문답하는 형식으로 면접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1

금오공과대학교에 왜 지원하였는가?
A 준비했던 거라서 바로 말함

Q2

학생부에 IOT를 이용하여 센서를 연결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하였는가?
A 먼저 친구들과 사물인터넷의 관한 정보를 조사한 뒤 센서를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탁자를 이용하여 아두이노에 센
서를 연결하였고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재현해보았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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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로봇공학은 우리 과와 관련이 깊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계설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A 준비했던 거라서 바로 말함

Q4

기계설계공학과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A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먼저 도전하고, 어려움이 오면 다른 각도로 생각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강점이
기계설계공학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5

금오공과대학교 말고 어디 학교를 지원했는가?
A 저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에 다른 전형으로 2개 지원하였고, 울산대 지원하였다

Q6

존경하는 로봇공학자는 누구인가?
A 저는 데니스 홍을 존경합니다. 이 분은 어릴 적 스타워즈를 보고 로봇공학자가 되어 자신의 꿈을 실현시켰는데, 저도 영
화를 보면서 진로를 로봇공학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데니스 홍의 말과 생각에 공감하였고, 자연스럽게 데니스 홍
을 알아가면서 데니스 홍을 존경하게 되있습니다.

Q7

가장 기억에 남는 로봇은 무엇인가?
A 저는 심리 치료로봇 파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일본의 초고령사회에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비율을
대폭 감소 시켰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해 로봇이 활약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로봇이었습니다.

Q8

교내 동아리에서 뱀 로봇을 만들었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가?
A 관절을 모두 서브모터를 사용하여 실제 뱀이 움직이듯이 뱀 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Q9

그러면 유압이 약해져 모터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A 대답이 기억이 안나요.

Q10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A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순간을 모면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보단 그 순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
이 더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11 자기 어필을 해보자면?
A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곳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말함

기타 유의사항
면접 전에 심호흡하고 질문 중 복잡한 질문이 나오면 긴장한 티를 내지 말고, 생각을 정리해서 한 번에 대답하기를 바람. 면접
실이 많이 추워서 두껍게 입기를 권장함.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kit인재 전형)
신소재공학부

질문 및 답변
Q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or 어디에서 오셨나요?
Q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지?
Q 지원한 학교 중 금오공대는 몇 순위 정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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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교과 동아리 활동 중에 인상 깊은 것은? (비교과라서 당황함 혹시 모르니 준비해가세요.)
Q 읽은 책 중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지원학생이 생각하는 정의란?

기타 유의사항
기억나는 내용만 옮겨 적었습니다. 어느 학교든 대부분 면접관분들이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식으로 면접을 봅니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웬만해서는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고, 대부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독서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이고 면접 생각보다 별 거 아니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인원 : 면접관 3 : 수험생 1

2) 면접 내용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문제

질문 및 답변
Q1

어디서 오셨나요? 점심은 드셨나요?
A 울산에서 왔고 점심은 학교 앞에서 볶음밥 먹었습니다.

Q2

1학년 때는 기계공학자, 2.3학년 때는 드론과 관련된 진로인데 전자 공학과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 인가요?
A 저는 1학년 때 그저 큰 범위인 기계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2학년 때 드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하던 중에 배터리나 센서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드론에 관심이 있었으면 드론 학과에 지
원했을 텐데 전자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센서나 배터리에 대해 자세히 배우기에는 이 학과가 맞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3

1학년 때 동아리가 많은데 (과학카페, EMS, 이크에코, 일본어회화, 걷기13반) 다 활동한 동아리인가요? ( 이러한 질문의
답변이라도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까지 말해야함)
A 모두 활동한 동아리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과학카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은 습도 센서를 활용한 거짓말탐지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센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장래희망까지 온 것 같습니다.

Q4

봉사 활동이 되게 많은데 전자공학에 봉사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3학년 때 ‘공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공학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적힌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전자공학은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전
자공학은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고 저는 몸이 불편하신 분 등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봉사하면서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아두이노와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활동하였나요?
A 자율 주행 자동차에 부착된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 아두이노를 활용한 것이지 아두이노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은 아
닙니다. dev c++을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코딩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Q6

주제 중심 교내 융합 프로젝트 공익광고 UCC 대회에 대한 상이 있는데 이는 무슨 상인가요?
A 일단 교과는 국어와 사회 융합 수업이고 주제는 북한과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조는 북한과
남한과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카메라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스토리를 짜는 작가와 촬영의
총 책임을 맡는 감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북한군의 미사일 등과 남한군의 강력한 군무기가
모이면 한반도가 초토화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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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융합인재 선발대회에 다윈인재와 케플러 인재가 뭡니까?
A 융합인재 선발대회는 간단히 말해서 경시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윈인재는 생명과학 경시대회이고 케플러 인재는 지구과
학 경시대회입니다.

*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만하죠...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중에는 물을 나눠주는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목만 안 갈라질 정도로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다 친절하셔서 면접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

형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응용수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저희 학과의 사이트에 접속해 본적이 있나요?
A 네 자주 접속했습니다.

Q2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먼저 응용수학과는 단지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응용수학 말 그대로 수학을 바탕으로 컴퓨터 공학에 응용을 시켜 수
학을 조금 더 폭넓게 배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을 연구하는 수사모 동아리와 수학과 컴퓨터를 함께 접하
는 컴사모 동아리, 축구와 수학을 연관 지어 활동하는 시그마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Q3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는?
A 수학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동아리에서는 수학을 단지 문제를 풀며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
트링아트처럼 수학을 이용한 활동으로 수학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학을 다방면으
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4

수학경시대회에서 출제된 문제의 특이한 점이 있었나?
A 저희가 배우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내지만 일반 시험과는 다르게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의 공식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그 원리를 이용해 더 넓게 바라보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 저의 수학에 대한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고 수학을 더 깊게 파고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응용수학과라고 수학만 보지 말고 다른 과목에서도 한 가지 정도 질문을 하므로 생기부 확인을 꼼꼼히 하자. 대부분 활동을 위
주로 질문을 함. 면접관님들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조금씩의 조크를 하며 인상이 밝으신 분들이므로 긴장은 할 필요는 없음.

전

형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 / 15분간 면접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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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저의 꿈은 IT공학자라고 밝히고 2학년 융합주제 발표대회 때 ‘카운팅 기능이 들어간 운동기구’를 만들며 꿈을 갖게 됐다
고 밝힘. 그리고 금오공대 컴공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진로 계획 밝힘.

Q2

수학융합주제 발표대회 첫 번째 참가와 두 번째 참여에서 다른 점은?
A

Q3

학생회 하면서 제일 인상깊었던 활동
A 체육대회 개편에 대해서 말함. 기존에 있었던 체육대회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기존에 잘못된게 있으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는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됨.

Q4

부회장 말고 홍보부 차장으로 한일?
A 학생회 주관 행사와 그 행사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함.

Q5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의견차이로 인한 다툼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A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의 장점을 살려서 일을 진행함.

Q6

If조건문과 If-else문의 차이를 설명 하세요
A 만약이라는 조건은 같지만 if-else문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더 들어감.

Q7

코딩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A 조건문이 영어로 되어있어 외우기가 어려웠다.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에 충실한 질문들로 이루어져있음.

전

형

Kit전형

지 원 학 과

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3명의 면접관과 거리를 두고 진행.

질문 및 답변
Q 환경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A 어릴적 공원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곳이 풍력발전소 단지를 꾸며놓은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 재생 에너지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독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탐구발표대회에서 수상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A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피해저감이라는 주제를 잡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과정 설명)
Q 오랫동안 급식도우미를 했는데 설명 좀?
A 예전부터 무료급식소를 보면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밥이라도 챙겨주는 따뜻한 것에 꽤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학년때 급식도우미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지원을 했고 2년동안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면접관 웃으시면서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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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교과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4 명 / 15분간 면접진행

질문 및 답변
첫 질문으로는 면접관 분들이 “점심은 먹었느냐?”는 등의 긴장풀이용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자기소개를 한 저는 자신이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고, 자신의 장,단점 그리고 직업을 가질 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 중 한 분이 제가 장점을 얘기 했으니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때 대
답하지 않고 경청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대학교에 들어와서의 학업 계획과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래에 중환자실 간호사를
희망하고 있던 저는 성인간호학, 생리학, 병리학, 약학 등의 과목을 주력으로 하여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으셔서 김천대학교의 상징물 3가지를 말하고 상징물이 뜻하는 바가 제 포부와 들
어맞다 주장하며 김천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를 할 때나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답변을 엮어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의 장점이나, 가치관을 섞어 대답하거나, 학업 계획을 대답할 때 영어 학습 계획을 얘기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가
장 중요한건 시선처리와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교과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4 명 / 15분간 면접진행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위인인 서서평의 명언 “NOT SUCESS BUT SERVE" 즉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라는 명언을 통해 훌륭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진 간호사가 되기위해 경운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김태규라고 한다.
Q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 느낀 점.
A 고2때 소의 눈을 해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것의 눈을 해부해본다는 것이 처음이라 무섭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서
막막했다. 하지만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도움을 주신뒤 자신감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성공적으로 소의 눈
을 해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일을 할 때 단지 막막함이나 두려움 보단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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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고교시절 준비한 것
A 간호학과에 진학하면 간호학의 수업이 나에게 정말 맞을까? 라고 생각했고, 대학강의공개사이트인 RISS에서 김천대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기초간호과학과 간호학개론 수업을 들어보았는데, 다행히 나에게 맞는 것 같아서 간호학과에 더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형

기회균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오전/오후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면접대기실에서 설문조사 후 4명씩 부르면 면접 대기실로 간 뒤 면접대기실
에서 그 조를 면접 실 앞에 대기시킴 앞 조가 끝나면 5분 뒤 들어가서 의자 앞에서 첫 번째 사람이 차렷, 경
례 후 모두 인사함. 2명의 교수와 4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시작함. 면접은 10~15분 정도함. 끝난 뒤
첫 번째 사람이 다시 차렷, 경례 인사 후 순서대로 나감.

전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말해주세요.
A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RCY를 계속해왔고 고등학교 재학 중 선도부와 개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에 대한 즐
거움이 생겼고 봉사와 관련된 직업을 찾던 중 간호사 지인을 만나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
정들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찾고 저와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지원하였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 현장체험 동아리를 개설해 해외 현정체험을 통해 더욱 많은 지식과 신지식을 갖춘 간호사가 되고 글로벌적인
간호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동아리를 만들 것입니다.
Q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A 저는 장점과 단점 모두 너무 잘 웃는다 입니다. (장점의 예는 기억이 안남) 중학생 때 혼나고 있는 상황에 실수로 웃음
이 터져버려서 한 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Q 간호사의 직업이 많은데 그중 어떤 직업을 원하시나요?
(다른 학생들은 작년 기출 문제 중 1가지를 질문하였는데 나만 작년 기출문제에 없는 질문을 하였음.)
A 저는 응급 간호사 또는 중환자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응급간호사나 중환자간호사는 빠른 순발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저는 빠른 순발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저의 특성을 살려서 응급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요즘 종교가 여러 개인데 불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억이 안나서 확실치는 않음)
A 저는 모태신앙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고등학생까지 크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불교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를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편을 가
르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마다 스타일이 다름 저는 밝고 명쾌한 사람을 원했는데 다른 곳은 진지한 사람을 원한 곳도 있었음. 나는 밝고 명쾌한
사람을 원하셨음. 면접을 시작하기 전 담당 지도 학생에게 어떤 스타일이시냐고 물어보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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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대 ∙

형

일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전형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받은 번호표 순서대로 4명씩 입장

전

질문 및 답변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한 후 꼬리질문으로 궁금했던 점을 물어봄. 본인은 특별한 점이 없기에 “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가?”라는 질문을 받음.
다음 질문으로는 작년 면접 질문 20문항 중에서 자신이 공부한 문항 중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함. 본인은 “물리치료
사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만나고 치료하게 되는데, 장애인을 만나서 대해 본 경험과 향후 어떤 마음가짐
을 가지고 이들을 대할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에 대답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면접이 끝남.

전

형

일반교과

지 원 학 과

치기공학과

면 접 방 법

선착순으로 3:1 면접

질문 및 답변
Q 치기공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오랜 시간을 앉아 보철물을 만드는 치기공사라는 직업에는 꼼꼼함과 인내심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
성격이 꼼꼼하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것
을 잘하는 제 성격과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치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치아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A 치아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앞니는 음식을 끊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금니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데에 도움
을 주고 송곳니는 음식을 자르고 찢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치아는 음식을 부드럽게 만듦으로써 소화가 잘 될 수 있도
록 도와줍니다. 또한 치아는 발음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Q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구치의 개수는 몇 개인지요?
A 28개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자라면서 20개의 유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 7세 경이 되면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고 영
구치가 나게 됩니다. 28개의 영구치가 다 자라게 되면 3의 구치인 사랑니가 자라게 됩니다. 사랑니까지 포함한 영구치의
개수는 32개이지만 요즘에는 사랑니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영구치를 28개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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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아동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 : 지원자 5 였고, 면접관님께서 질문하면 첫 번째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답변하는 방식이였다. 질문은
면접관님 두 분 중 한 분만 질문하셨고 다른 한 분은 지원자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지원자의 답변에 대한 점수
를 평가하고 계셨다.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저는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주변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
도 똑같이 밝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성격으로 제 주변사람들 중에 저와 같이 성격이 좋게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밝은 모습을 갖게 되면 원래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격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아이들에게 밝고 좋은 분위기와 긍정적인 모습들을 가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아이들이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될 것입니다.
Q 본인이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사명감 있는 아동전문교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인턴' 에서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에서 '길' 이란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그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의지와 간절함을 갖고 열심
히 노력해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동학과에서 공부와 실습을 열심히 해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상위 10% 안에 들어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따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국•공립에 취직하는 것까지 저는 수많은
기회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학교 면접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일줄 알았는데, 나사렛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지원자들도 밝고, 입학 도우미분들도
친절하시고 긴장 풀으라며 가벼운 질문과 장난도 쳐주셨다. 그리고 면접관님들도 생각 외로 전혀 무섭거나 딱딱하지 않으시고 굉
장히 친절하셨다. 장난도 되게 많이 치셔서 너무 재밌었고 면접장 분위기가 엄청 밝고 좋았다. 같은 조의 첫 번째 지원자가 너무
긴장한 탓에 손도 떨고 말도 계속 더듬거렸는데 면접관님이 긴장 하지 말라며 물을 건네주시면서 말 장난도 치셨다. 학교 분위기
자체가 훈훈하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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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 ∙

대구가톨릭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가족상담복지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 학생: 1 / 면접시간: 10분 내외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성
장하면서 혼자만의 외로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싶습니다.

Q2

지원동기
A 대구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원어민 교수님을 통한 영어 강좌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
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학협력프로그램들을 통한 실습 환경과 청소년 상
담 동아리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봉사를 많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개인적 측면에서는 ‘정서적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생활하는 것 보다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식사를 함께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속감’이라고 생각합
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 볼 때 “나 또한 가족이 있다.”,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테니까”
라는 생각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또한 나 자신을 존중하며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Q4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사랑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기사를 보거나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혼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 발
생 시 나타나는 방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가족을 사랑하여 “이 사람 없이는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
면 이혼이나 사건 사고 등의 방관 문제의 발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교수님 분들께서(교수님 이름을 언급함) 자아존중감에 따른 환경문제 태도 변화라는 논문을 쓰시고 성폭력 예방교육 뉴스
기사에서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토대로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상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씀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학교 이 학과에 온다면 교과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식까지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부분 면접 예상 질문에서 출제됨.
∙ 교수님들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리액션이 좋으심.
∙ 면접대기실에서 선배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간식을 챙겨주시면서 긴장을 풀게끔 도와주심.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DCU인재전형)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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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으로 10분 이상 하였습니다. (개인 차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제가 준비한 대로 좌우명, 장점, 목표 등등을 연관 지어 대답하였습니다.

Q2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무엇인가요?

Q3

저는 프라임 상이 학교 전반에 걸쳐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것이라서 학교생활을 우수하게 하였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뿌
듯하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대답하였습니다.(저희 학교만의 눈에 띄는 상이나 전공 관련 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Q4

가장 기억에 남는 자율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이거 동아리활동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못 대답했다는 것을 깨닫고 면접관님께 자율 활동으로
다시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였는데, 웃으면서 그냥 하라고 하셨어요.

Q5

1학년 때에 비해 2학년부터 진로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1학년 때 공학 계열을 희망하였는데, 2학년 올라와서 직접 과학 실험을 해보니 일반화 되어
사람들에게 보급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 제가 직접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 대답하였습니다.

Q6

가장 기억에 남는 외부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제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노인요양병원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하여 간호사의 꿈을 더 키우게 되었다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Q7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공부를 병행하면서 언제 책을 읽었나요?
A 저는 꾸준히 야간자율학습에 신청하여 공부는 그 때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고, 힘들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읽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Q8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전공 관련 도서(간호사 관련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인용하여 제가 배운점을 토대로 어떤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을 답변하였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제가 준비했던 대로 하였습니다.(준비했는데 못한 말 중에서 전공 관련 의미 있는 것 연관 지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위주로 질문하셨습니다.
초반에 긴장 풀어주는 질문(예를 들면, ‘학교까지 뭐 타고 오셨어요?’와 같은 것들)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긴장 풀어주는 질문 없이 진행하셔서 그런지 긴장 하는 것 같으면 긴장 풀어보라고 심호흡 한 번 해보라고 시간 좀 주셨습니다.
면접 장소를 2곳으로 나눠 진행하였는데, 제가 뒷 번호여서 입실하고 3시간 좀 안 되게 지나서 면접을 해서, 면접 준비할 것 외
에도 읽을 책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DCU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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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 ∙

질문 및 답변
Q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A 봉사를 하다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저의 적성에 맞
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봉사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계기가 있나요?
A 언니가 의료 쪽에서 있어서 어릴때부터 봉사활동을 함께 했었고, 언니한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져 많이 하
게 되었습니다.
Q 왜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A 대구 가톨릭 대학은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어서 입학하면 봉사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 생
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몸과 마음이 아픈 어린 아이들을 옆에서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 시작을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층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휴대폰은 면접 시작 시간 약 5분 전에 이름을 부착하고 냄.
가져온 자료는 볼 수 있음.
3개의 방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고 수험번호 순서대로 들어감. 바로 앞 사람이 면접 보는 동안 면접실 옆에서 대
기하다가 들어감. 이때는 자료를 볼 수 없고 가방이랑 소지품을 맡겨두고 가번호를 알려줌.
면접관 2명, 약 10분 면접 / 블라인드(학교이름, 주거지역, 본인이름 등 발설금지)

질문 및 답변
Q 오시는 길 힘드시지 않았나요?
A 네! 괜찮았습니다.
Q 2030년도에 간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A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간호사 업무는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개발된 간호로봇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실제사례 언급) 더불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정서적인 케어 부분도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간호사의 케어 분야도 더욱 세분화되어 반려동물 전문 간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실제사례 언급 )
Q 임상 실습 중 매번 환자 및 보호자 휴게실에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조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조 활동을 하면서 참여가 저조한 사람은 학교생활에서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지할거다 이
런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바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조원이
휴게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유도 방법) 그리고 실습이 끝난 후 조원들끼리 수고했다는 격려와 하루를
돌아보며 충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이를 기회로 조원의 잘못된 행동에 개선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Q 출석 체크 시간에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 중간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저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겪게 될 불공정함이 생각하여 교수님께 제도적 개편을 건의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
업시간의 출결은 성적과 직결되어 있어 수업을 끝까지 들은 학생과 수업 도중 나간 학생이 동등한 출결 점수를 받게 된
다면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업 도중 나간 친구의 사정이 개인의 여가 시간을 위한 것이라면 수업이
끝난 뒤 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업 시작과 수업이 끝날 때 2번의 출석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개편을 건
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 나간 친구에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또 한 번 나가게 되면 피해를 볼 수도 있으
니 힘들더라도 끝까지 수업을 듣자고 권유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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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Q 왕따와 학교폭력 등을 당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나요?
A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
하는 친구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가해자 학생들에게 당하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구해줄 단 한
명의 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학교폭력을 막아주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쉽
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위로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차후에 도움요청)
Q 간호사 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나요?
A 현재로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수술실과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 그 이유~~)
Q 이 학교에 재학한다면 하고 싶은 활동?
A (첫 번째로 봉사활동 동아리 참여,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라고 말하며 이유 덧붙임.)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대가대 인재상을 인용하며 앞으로의 포부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말을 준비해 말함)

기타 유의사항
사전에 예상 질문을 따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주어서 어렵지 않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예상 질문에서 질문
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만 확실하게 준비해간다면 어렵지 않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에 나오지 않은 저와 같은 질문들도 나올 수 있으니 제가 받은 질문처럼 진로와 관련된 또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관 2명, 학생 1명 면접
2. 블라인드 면접
3. 도서관 같은 반(총 3개반)에 앉아 대기. 진행자가 부르면 밖에 나가 의자에 잠깐 기다렸다가 면접실에 들어
가 면접 실시.

질문 및 답변
<예상 질문 적중>
Q1

기본질문
A 가. 지원 동기 : 병원, 요양원에서 보람 느낌 ~
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초심 잃지 않고 좋은 간호사가 되겠음. ~

Q2

왕따를 당하는 친구나 학교 폭력을 겪은 친구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을 때 지원자는 어
떻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A 개인 경험 ~, 과거 돕지 못한 것에 미안함. 앞으로 주저없이 도울 것임.

Q3

2030년에 간호사는 어던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A 간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스마트 폰, 앱 등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됨.

Q4

대리 출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줄 건가요?
A 간호학과 학생은 원칙, 규율을 잘 지켜야 함. 친구가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고 유고결석을 제안할 것임.

Q5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함. 환자를 도와 기억에 남는 좋은 간호사가 되겠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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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 ∙

<예상 질문 외>
Q1

학업 계획은 무엇인가?
A 1, 2학년에는 언어공부(영어, 스페인어 회화) -> ESC 프로그램 이용

Q2

대구가톨릭대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A 역사가 깊은 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그것을 활용해 간호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함.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인 대 학생 1인 면접, 1인당 10분

질문 및 답변
Q1

임상 실습 중 매번 환자 및 보호자 휴게실에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조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Q2

2030년에 간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Q3

고령화 사회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4

대리출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가 요청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Q5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말해
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교과 면접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련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인성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답변마다 꼬리 질문이 꼭 나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웃어주시고 분위기는 엄청 좋았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러시아어과

면 접 방 법

처음에 대기실에서 주의사랑을 듣고 기다리다가 2명씩 불러서 1명은 면접고사실로 들어가고 1명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면접보러 들어감. 교수님 두 분이 계신 방에 노크를 하고 학생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었음.

질문 및 답변
[공동체성]
Q 특정 학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중 학과의 단결보다 자기의 이익과 스펙을 위해서 활동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
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2학년 때 모둠활동을 통해 개인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저의 조 중 한 친구가 유독 모둠활동을 할
때 무기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조 친구들 모두 그 친구가 개인과제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 많은 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혼자 따로 조사해 과제를 모두 마친 상태였
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스펙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른 사람들의 단결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이기적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과의 단결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같아 단결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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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Q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세요.
A 제가 예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기준은 단지 돈만 많이 벌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많은 돈을 벌기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의무적
으로 열심히 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스트레스와
허망함만 남게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무작정
돈을 많이 벌기보다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식당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아무 대화 없이 너무 조용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스마트
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A 예전에는 많은 대화의 기회들로 가족간에 친근하고 서로를 잘 파악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많은 대화로 인해 잦은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간에 무관심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
용으로 인한 가족간의 대화 단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 집에 오면 스마
트폰을 만지지 않는 쪽으로 규칙을 정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질문>
Q 자기소개
A 저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여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
곤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저는 마치 제 일인 것처럼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고자 노력합니다. 후에 친구의 밝
은 모습을 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러시아어과
에서 러시아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러시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른 사람들에게 러시아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고 싶습니다.
Q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
A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까
지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여행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관광서비스가 크게 발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러시아에 많
은 관심이 생겼고 러시아어를 전문적으로 공부 해 보고자 대구 가톨릭대학교 러시아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있나요?
A 러시아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вытащите меня. Спасибо.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테스트이므로 교복을 입고 가면 가운을 입혀주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정한 사복을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함.
면접하러 건물에 들어가면 학과 마다 3학년 학생들이 앉아있음. 면접을 보고 나온 후 각 면접을 본 학과에 맞게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진로에 큰 도움이 됨.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자기소개 할 때 출신 학교와 이름은 말하면 안됨. 자기소개는 필수임.
추가질문을 예상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음.
학교와 학과 이름을 자주 언급하여 절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10~15분 동안 진행되었음.
너무 긴장하면 횡설수설 할 수 있으므로 마음 편하게 먹고 준비한대로 차분하게 대답하는 것을 추천함.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2대1면접(예상질문 출제)_면접관2 & 1분반 2분반으로 나눔_면접스타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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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저는 고3때 진지하게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전공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사촌언니의 영향을 받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A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돈과 친구들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조
건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이런 조건을 다 떠나고 오로지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
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면접을 처음 보나요?
A 아니요, 하지만 대구가톨릭대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 학교라서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왜 오고 싶습니까?
A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톨릭 대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Q 학업계획
A 저는 미국에서 물치리료사로 일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CAPTE가 인정한 대학원 진학준비 위주로 대학생활을 보
낼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학점관리 위주로 방학 때는 토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 면접관: 영어 잘해야겠네..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아.. 저는 자기소개는 준비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준비했습니다!
Q 동아리 및 봉사활동 중 본인이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일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A 저는 의학관련 메디동아리에서 아스피린 합성실험을 하였는데, 실험과정 중 수득률을 구해야했습니다. 아직 양적관계 개
념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1학년 후배들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서서 수득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결과적으로 모두
다 보고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할 말
A If you give me the chance to study at 대구가톨릭 university, I will study hard with proud.
+) 대구가톨릭 대학교는 아이누리라는 동아리가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만약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
회가 있다면, 꼭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봉사정신을 키우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경험상 제 답변에 대한 부속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친구는 딱 예상질문만 물어보셨지만 앞에서 말
한 점을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1분반이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관 2명, 학생 1명 / 2. 면접 시간 10분 내외 / 3.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 소개, 지원 동기

Q2

물리치료사가 가져야 할 마음, 태도 – 봉사심이라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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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왜 봉사심인가?

Q4

봉사하는 마음과 물리치료가 무슨 상관인가?

Q5

학업 계획

Q6

모두 물리치료로 지원했나?

Q7

무리치료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Q8

가장 싫어했던 과목과 이유는?

Q9

물리치료학과에 들어오면 어떤 과목을 가장 듣고 싶나?

Q10 스마트 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간의 대화 단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1.
2.
3.
4.
5.

엄청난 꼬리 물기 질문이 있음.
학업 계획와 인성공통질문을 제외하곤 모두 예상 질문이 아니었음.
면접관들은 모두 친절
여자 면접관의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음. 화장이나 악세사시, 치마, 염색 등을 보는 것 같았음.
영어로 자기 소개를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음.

전

형

학생부종합(DCU인재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두분께서 번갈아가며 질문을 해주셨고 크게 압박 질문은 없었어서 편안히 저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어
요. 긴장은 할 수 있으나 면접관이 잘 웃어주시고 분위기를 유하게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10분 시간
을 정해놓고 말해주시고 예상외의 질문이 있었으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예상 질문만 잘 준비해놓으
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A 이루고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의 만족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평소 가졌던 목표(건강, 좋은 습관)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제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성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제 1차적인 성공은 물리 치료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성공해 나갈 것입니다

Q2

자기소개
A 저는 저의 집 장녀로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어 솔직한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게 익숙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가장 가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
다보니 친구와도 즐겁게 대화할 수 있었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 소통능력을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3

친구나 선생님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평소 잘웃고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줘서 좋게 보고있습니다

Q4

어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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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람은 육체적으로 통증을 느끼면 정신적고통을 느끼게 되기때문에 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대화를건네며 정서적으로도
치유해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고싶습니다
Q5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A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도 꾸준히 외우지 않다보니 독해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단어와 독해 등 영어능력을 키우기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Q6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
A 저는 중국문화체험동아리 차장으로서 여러활동을 활때 보조역할을 하며 도왔고 제가 그때했던 체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축제때 부스를 기획했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께서도 잘 웃어주시고 어디서 왔는지 등 걱정도 해주셔서 편하게 답변할수 있었고 답변한때 두괄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
니다!
면접관 2명이고 1명씩 들어가서 10분정도 면접봅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이름이 불리면, 지정된 면접실로 들어갑니다(혼자). 안에 들어가면 두 분의 교수님께서 계십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및 답변
Q1

요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본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A 혼자 고민하여, 홀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담당자님께 이 사태를 알려 도움을 받을 것입니
다.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한 친구나,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다
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관심을 가지며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Q2

각각의 사회계층들을 위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A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이 들
을 위한 일자리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을 위한 보육 시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
는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생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Q3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람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
는 중요한 사회 구성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우리학교로 선택한 이유?
A 여러 대학교를 찾아보던 중 대구가톨릭 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홈페이지를 통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래서 대구가톨릭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홈페이지에 있는 예상문제도 물어보셨지만, 대부분은 교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대학교 선택 이유와,
전공 선택 이유, 되고 싶었던 점은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당 거의 10분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질문
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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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역사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 학생 1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왕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왕따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하며 왕따받은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Q2

역사교사로서 사적지를 왜 답사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A 역사는 몸으로 느끼는 학문으로써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껴가면서 익히는 것이라고 대답함.

Q3

가기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건가요?
A 최대한 사적지 답사를 여행가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설득할 것이라고 대답함.

Q4

주변에 가본 유적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적당히 병영성, 학성공원 같은 것이 있다고 대답함.

Q5

학점이랑 학과에서 하는 공연연습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A 학과 공연에 참석학고 학점은 자신이 밤새서라도 공부해서 채우겠다고 대답함.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행정학과

면 접 방 법

2(면접관):1(지원자)의 방식으로 진행 / 한 명당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인성문제와 사전예시 문제 중에서 질문을 실시함.
들어가자마자 인성문제 3개 중 2개를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을 함.
Q1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인성문제3번)
A 성공은 자기만족과 관련 있다는 내용으로 답함

- 추가질문. 그렇다면 행정학과와 본인의 만족이 관련이 있나?
Q2

행정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하면?

Q3

행정학과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봐라. 행정학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Q4

고등학교 시절 가장 어려웠던 봉사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행정학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면접 / 면접대기실 입실-핸드폰 수거-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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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행정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설명하시오.

+ 꼬리 질문: 행정학이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알고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보세요.
Q2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며, 대학에 입학하면 어떤 봉사를 할 계획인지 설명하시오.

+ 꼬리 질문: 이 대학에 들어오면 뭘 하고 싶은가요?
+ 꼬리 질문: 봉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Q3

식당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스마트폰만 본다. 이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Q4

성공적인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 보시오.

기타 유의사항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함. 가톨릭계 학교라서 인성을 중요시함
꼬리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라고 알고 있음
면접 가이드북이랑 공통 인성 문제는 꼭 보고 갈 것 → 똑같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이 물어봄

전

형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호텔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자실에서 도우미들이 출석체크를 하고 폰을 거둔다.
내 차례 한 차례 앞에 면접실 의자에 앉아서 대기한다.
면접실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앉는다. (교수 2명 학생 1명)
끝나면 인사하고 나온다.

질문 및 답변
Q1

당신이 꿈꾸는 호텔에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싱가폴 마리나베이 호텔을 생각하면 호텔 위 배가 떠 있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호텔 특유의 이미지
가 있는 호텔을 만들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옥형 호텔을 만들어 옛날 시대의 우리나
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Q2

질문과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호텔리어, 나의 인생 가치관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
던 것 같습니다.
A 그래서 제 생각엔 예상 질문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생설계, 목표, 꿈, 가치관, 장점, 단점 등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악하고 생각을 충분히 한 뒤 예상질문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질문
거의 안물어보심)

기타 유의사항
∙ 웃으며 대답하기 (약간의 미소)
∙ 모르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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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
형

참스승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대기-개별면접-집단면접-퇴실
집단면접은 3~4인이 1조가 되어 교직 관련 상황 제시문을 보고 답변함.
*3분 숙고-1분 답변-답변 보충-추가 질문/답변
대기 시간에 홍보대사(디뉴) 선배님, 같은 조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면접 자료 볼 수 있음.

전

질문 및 답변
[개별면접]
Q 수학용어말하기 대회라는 게 있는데, 수학용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대회를 말하는 건지 수학 용어를 설명해달라는 건지 헷갈림) 수학 용어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수학용어말하기
대회에 관해 말씀이십니까?
Q 둘 다~
A 설명 드림
Q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대충 교직에서의 장단점 말해달라는 질문)
A 설명 드림
Q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공감이 갔나요?
(생기부에 좀 자세히 적혀있었음)
A 처음에는 생기부에 없는 다른 인상깊은 부분을 말했는데 표정이 응?하시는 표정이라 바로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 이어
서 답변함
Q 생활평점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A 상에 대해 설명 드림.
Q 그럼 규칙을 되게 잘 지켰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나요?
A 한 번 지각했던 경험 말씀 드림.
Q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교칙에 관해서는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Q 그럼 그 예시를 들어줄래요?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머릿속 하얘짐;;; 빨리 대답해야 할 것 같음)
A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안좋을 땐 지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림 근데 이후에 더 좋은 게 떠올라버렸
ㅠㅠㅠ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버림)
Q 네 그렇죠 그럴 땐 그래야죠~
Q 봉사를 되게 이곳저곳에서 했는데, 한 군데에서 꾸준히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랬어야만 했나?
A 대충 봉사를 여러 군데에서 한 건 3학년 때다. 1, 2학년 때는 교내00, 교외 **에서 꾸준히 했는데 3학년 때는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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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하려고 봉사를 안했는데 학기 중에 그동안 해왔던 봉사를 안했더니 섭섭한 마음이 들어 급하게 봉사 사이트를 뒤지
다가 그렇게 됐다 말함.
[집단면접]
제시문 : 5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A를 6학년 담임으로 다시 한 번 맡게 됐다. A는 작년에 성적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은 학생이
었고 진로도 뚜렷했다. 그런데 6학년이 되고 나니 학업에도 소홀해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가 하면, 친구들과 어
울려 노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담임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말해보세요.
A 나는 A가 현재 학업적 측면/교우관계 측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함. 우선은 원인 파악이 먼저이고 학업적
측면에서는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나도 1, 2, 3학년 영어 시간에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받았는데 2학년 초에 흐트러졌다가 선생님께서 kahoot!이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 해주셔서 다시 흥미
를 되찾았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A로부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뒤 여러 가지 새로운 수업 기법을 적용해볼 것이
다. 교우관계 측면에서는 (끊김)
보충-앞서 마지막 답변자가 행동이 급변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가정과의 연계
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공감하였고 학부모와 상담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다.
추가 질문 - 이렇게 행동이 달라진 경우 어떤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가?
A “따돌림”/친구 관계/진로 문제/“6학년인 만큼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등(브레인 스토밍처럼 순서
없이 여러 명이 막 말함)
Q2

자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진학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여러 가지 종류의 중학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여줄 것이다./“학생의 희망 직업과 관련된 장소에 직접 견학을 함께
한다.”/인근 중학교 교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한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장 분위기는 듣던 대로 괜찮았음. 면접 시작하기 전에 말 더듬어도 된다고 하심. 근데 빨리 하고 끝내고 싶으셨는지... 집
단 면접 때는 말을 계속 끊으시고 인사도 준비해갔는데 어차피 면접 점수에 반영 안 된다며 끊으심. 면접 순서는 조금 쭈뼛거리
고 있으면 바로 가위바위보 하라고 하시는데 음 이왕이면 먼저 하려고 나서거나 대기실에서 조원들이랑 정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

형

참스승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한 조씩 대기실에서 대기 – 개인 면접 (10분) - 집단 면접 (약 12분)

전

질문 및 답변
(1) 개인면접 (10분)
Q1

자기소개 해 보세요.

Q2

상이 많은데, 가장 준비하기 힘든 상이 무엇이었나요?

Q3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이 뭐예요?

Q4

자소서에 GMO 관련 토론에서 베스트 스피커를 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가능했나?

Q5

‘새빨간 거짓말, 통계’읽고 느낀 점?

- 꼬리 :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거짓말이라 느껴졌던 통계 자료?
Q6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아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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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마지막 하고 싶은 말?

(2) 집단면접(4명, 12분)
주제: 학생이 수업 잘 듣고 진로도 명확했음. BUT 어느 순간부터 교과서도 안 들고 오고 수업도 안 들음~ 이럴 때 교사로서
어떻게 할 건가? (자세한 건 홈피 참고)

기타 유의사항
∙ 질문이 되게 많았고, 어려웠음 (교대 면접 본 곳 중 제일 어려움)(위 질문 말고 더 있었는데 생각 안 남)
∙ 분위기는 좋았고 편안했음

형

참스승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 (면접관 3명, 면접시간 10분, 생기부 기반 질문)
집단면접 (면접관 3명, 지원자 3~4명, 면접시간 10분 , 제시문 면접, 제시문 읽는 시간 3분, 말할 수 있는 시간
한 사람당 1분, 의견 보충시간 2분 정도)

전

질문 및 답변
Q 진로희망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초등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가게 된 아동센터 봉사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보았고 이를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에 초등교사에 때
해 관심이 가게 되었다고 답변함
Q 자소서에 과학을 잘한다고 썼는데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육을 어떻게 하실건가요?
A 실생활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것임, 시금치가 왜 겨울에 달아지는 지를 설명하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답변함
Q 리코더 아동센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굳이 왜 요양병원까지 가였는가?
A 노력으로 키운 역량들을 다른 곳에도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 요양병원과 거리가 가깝다고 답변함
Q 가까운 요양병원에 왜 차비를 모으면서 갔는가?
A 베이스와 같이 큰 악기가 흠집이 나지 않게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다고 답변함
Q 동아리로 봉사를 진행하였는데 다들 진로희망이 다를 텐데 어떻게 갈등상황은 없었나?
A 진로희망이 보건과 의료분야인 친구들이 있어서 요양병원도 가게 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다들 봉사를 즐기기 위해 만든
동아리여서 딱히 갈등상황은 없다고 답변함
내가 계속 웃으면서 답변함
Q 그렇게 계속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나요?
A 사는게 행복하다고 답변함
Q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공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집단면접]
제시문 내용; 초등학생아이가 원래 수업시간에도 발표를 열심히하고 친구관계도 좋았는데 다음 학년이 되고 수업시간에 참여도 잘
안하고 친구관계도 나빠짐. 이때 담임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A 일단 아이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어떤 일이 있는 지 알아봐야한다. 그리고 마니또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친구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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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지 이유를 말해볼까요?
A 진로문제, 아이돌을 좋아해서, 친구관계문제, 가정문제, 실연 etc
Q 만약에 아이가 아이돌문제 때문에 변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건가요?
A 아이돌사진을 수업시간에 이용하거나, 팬미팅과 같이 자극제를 만들어주거나, 아이돌을 올바른 방법으로 좋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줌

기타 유의사항
∙ 지원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분위기가 좋음.
∙ 조별로 개별을 한 다음 다 같이 집단면접에 들어감. 면접순서는 수험표의 가번호 순서대로 진행함.
∙ 개별과 집단 모두 시간이 촉박해 인사는 제대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면접에서는 문 앞에서 바로 인사하며
들어가야 함.

형

참스승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10분), 집단면접(10분 내외) - 3인 1조

전

질문 및 답변
앉자마자 밥 먹었냐면서 긴장 풀어주셨음. 그리고 우리대학교는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잘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
소에 생각하던 것을 말해주면 된다고 하셨음.
Q 사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말해보세요.
A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교육의 평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함
Q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 기억나죠? 그럼 한번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평가해보세요.
Q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서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될 것 같나요?
Q AI같은 로봇이 막 생겨나면서, 교사가 과연 계속 중요할까요? 불안하지 않나요?
A 네, 저는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시대가 올수록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함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교사이
고, 또한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감정을 가지지 못한 로봇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여러 교대를 지원했을 텐데, 왜 하필 대구교대를 지원했나요?
A 저는 교사가 되어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차이를 좁혀나갈 것’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 시간에 알게 된 다문화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구교대에 나와 있는 다문화 멘토링이나, 해외실습 같은 것
들이 저에게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Q 도서부 동아리를 1,2학년 둘다 했는데 굳이 왜 ?
Q 긍정적인 것 같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어필해보세요.
Q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이게 살아간다고 해도, 늘 그러진 못할거 아니에요. 학교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부정적이게 생각
되었던 부분을 얘기해보세요.
A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냥 친구들이랑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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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친구는 두루두루 사귀나요 아니면 따로 다니는 무리가 있나요.
A 따로 무리를 지어서 지내는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되,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한 명 있
다고 함.
Q 1학년 때 반장선거를 한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 것 같나요?
A 제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그 당시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함
Q 어떤 부분이 나은 것 같았나요?
A 그때 당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한 것 같다고 함.
Q 그럼 그때 당시 그 친구와 지금의 학생을 비교해서,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A 그 친구랑 비교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때의 제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확실히 다르고 성장한 부분이 있다
고 말했음.

기타 유의사항
∙ 억지로 말을 지어내려고 하기 보다는 정말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얼마나 진실되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꿈꾼다면 고3때 급하게 교직관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신은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지 생각해두고 그것을 바탕
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게 연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대는 친구들이랑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긴장 푸는데 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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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학생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저는 소아병동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학과에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큰 힘이 되어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2

학술제는 어떤행사고, 어떤역할을 했나요?
A 학술제는 제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소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발표와 자료조사를 맡았습
니다. 몇 달 동안 친구들과 협력하여 소논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며 나름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이로인해 친
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른 학교행사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Q3

자살예방 글짓기에 대해
A 저는 혹시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섣부른 긍정의 말보다 옆에서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고, 친구의 말에
공감해 주는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런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Q4

다독상을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책은?
A 인간실격이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평소 줄거리 위주로 책을 읽는데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읽고 주인공의 감정
을 이해해보고 작가의 삶도 투영해 보며 다양한 방향으로 책을 깊게 읽은 이 경험을 계기로 좀 더 깊이 있고, 제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며, 책 선정의 기준을 달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아팠던 것이 약점이 아니라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남
들과는 다른 저만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뽑아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인재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구대는 물 이외에 따로 간식 안 줌,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초콜릿 같은 간식 가져가는 거 추천함. 전자기기 스티커에 이
름 적고 제출함.
OMR에(2장) 자기 수험번호 마킹해서 면접실에 들고 들어감

전

형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학생1
생기부기반
5분에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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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들어가서 인사

Q2

지원동기: 30초 정도

Q3

무단 지각 이유: 늦잠, 이에 웃음

Q4

사회복지사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장래희망이 바뀐 이유: 차분히 대답

Q5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외워서 답변

Q6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학교 활동에서 한 것은? 동아리라고 답변

Q7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한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은? 동아리활동(독서동아리)

Q8

봉사활동에 교내 청소 활동이 많은데 청소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은? 평범하게 말했는데 고개를 끄덕임

Q9

음악 세특에 음악적 관심과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재능을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뜬금없는 질문에 임기응변

Q10 성적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비결은? 겸손히 답함
Q11 동아시아 세특에서 산해혁명이 무엇인지? 유창하게 설명
Q12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아 양해부탁드린다고 함.

기타 유의사항
∙ 예상 질문에서 하나도 안 나옴
∙ 100% 생기부 기반으로 한 질문 쇄도

전

형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5분
전자기기 제출 - 대기 - 유의사항 안내 받은 후 면접
출신학교 유추 가능한 내용 발설 금지

질문 및 답변
Q 진로사항에 ‘환경적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A (듣고서 전공적합성을 어필할 기회라고 생각함. 교차지원을 했으므로 계열에 대한 얕은 지식이라도 알아보고 탐구했고,
관련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 우선, 저는 실내건축이란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과 환경, 건물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디자인과 건축 자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여겼는데요,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인 환경문제
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환경성 질환의 증가, VOCs나 포름알데히드 등의 실내건축자재의 유해
성,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필요성.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로 나누어 접근하며 친환경 주거환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무해한 건축 재료를 선정하고 트렌디한 방향으로 플랜테리어를 적용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환경을 고려하는 디자이너’가 되고자 했습니다.
Q 교내 수상내역이 많고 활동도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인상 깊었던 대회가 무엇인가요?
A (평가 항목 중 학교생활 충실도, 발전 가능성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대회 성격 별로 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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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지는 역량이 다르기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록 준비과정에서 스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
여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인식 실태’에 대해
발표한 TED영어 말하기 대회가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표를 하기 위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
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NAUH(나우)’라는 북한인권 단체에 전화를 하여 탈북민으로 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북한
실상을 다루는 한국 기사는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해외기사를 찾아 번역했습니다. 또 외신기자의 사진자료를 찾아 직접
분석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분석하고 탐구했던 경험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어로도 메시
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1학년 TED때에는 무대 동선도 짜고,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준비를 했
지만, 왜인지 청중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어서는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신경을 썼고, O,X
퀴즈나 사진매체를 보고 질문을 던지는 등, 생각을 주고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
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기에 ‘나만의 TED말하기 대회’를 가장
인상 깊은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끄덕 끄덕, 추가 질문 없이 평가지에 무언가 끄적임.)
Q 1, 2학년 때는 북한, 난민…. 러시아어를 전공하셨는데 3학년이 되어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
을까요?
A (지원동기.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함. 그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했음. ‘나만의 스토리’를 말할 때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면접관들이 온전히 나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네,
저는 고교 생활 3년 동안 첫째, 나는 무엇을 잘 하는가, 둘째,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셋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
디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끝에 북한 관련 분야로 수년 간 진로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있었지만 흔히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고3이 되어서 과감히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3년간의 기숙사 생활이었습니다. 교사동, 기숙
사동, 급식실. 이 세 건물만을 돌고 도는 동선을 반복하는 생활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가장 많이 주고
받은 말도 “아, 집에 가고 싶다”였습니다. (면접관도 나도 웃음.) 저와 같은 학생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이 사는 공간에 부드러운 선, 색채, 인체에 무해한 건축 소재, 질감을 살린 벽과 같이 여러 요소를 활용
해 작은 변화만 주어도 보다 안정감이 들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개개인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어 이 분야로 뛰어 들었습니다.
+ 추가 질문 : 아유, 그래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A 네, 정말 결심하기까지 이런저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입학 후에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고교에서
세계의 문화, 언어를 학습한 경험과 스스로 탐구하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들이 본교에서 교양과목만 해도 공통
교양, 균형교양, 선택교양, 이렇게 무려 세 가지로 나누진 강의를 듣고 자유탐구를 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자신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Q 1학년 때 반장도 하고…, 리더로의 경험 중 힘들었던 점은?
A 저는 늘 한 가지가 긴장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내 판단이 옳은가? 혹시 잘못된 방향을 잡아 다른 많은 친구들에게 피해
가 생기면 어떡하지?’하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는 중재의 역할을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추진력 있게 끌어가야 할 힘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은 반장뿐만 아니라 동아리 장, 동아리 통합 장을 했을 때에도 (활동 슬쩍 어필) 반
드시 거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 토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동아리의 경우 한 달마다 익명으로 종이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 무엇을 더 하고 싶고 무엇이 부족한지 의견을 자유로이 쓰도록 해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독선적인 리더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습니다.
Q 건물 명칭 공모전에서 본인이 공모한 이름이 채택이 되었는데, 무슨 이름을 지었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저희 학교의 기숙사동, 도서관, 체육관은 이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의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간의
위치와 특성에 알맞은 네이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특히 도서관을 좋아했는데요, 평
소에 좋은 책들이 많고 깔끔하게 조성되어있음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비교적 잘 닫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름다운 글을 읽는 공간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 ‘글빛마루’로 짓고, 어둡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 금장, 그것도 유광의 글자를 배경 없이 도서관 입구에 배치함으로써 빛을 부과
하는 아이디어를 함께 기술하여 공모했습니다.
Q 영어 보고서 중에, ‘사모님의 비밀’이라는 인테리어로 분석하는 드라마 속 캐릭터 탐구 보고서를 쓰셨는데, 사모님 중 한 명
을 골라서 성격이 어떤지, 그게 인테리어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말해보세요. (두 분 다 매우 흥미로운 듯 바라보심.)
A 네. 시청률이 높았던 입시를 다룬 블랙코미디 드라마를 보면서 네 분의 사모님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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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워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본인은 일명 ‘일진’이었지만 현재는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고 있는 통
통 튀고 나서기 좋아하며 허영적인 캐릭터를 꼽겠습니다. 본인을 과시하기 좋아하기에 파티를 자주열고, 남편과 금슬이
좋아 둘 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인테리어를 해서 집이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내었고,
우아한 금색 문양이 그려진 소파나 벽지 등 로코코 풍의 가구들이 활용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가운데에 다른 양식
의 빨간색, 주황색 등의 채도가 높은 가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 가구들이 주인공의 통통 튀는 내면의 성격을 잘 드
러내고 집안에 활기가 돌도록 하는 포인트가 되었다고 분석해보았습니다.
Q 네,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갈 때 교수님께 인사하고 문닫고 나와서 조교님들께도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나옴.)

기타 유의사항
1. 긴장하거나 허둥대지 않기 위해 → 당일 도착시간 계산해서 여유롭게 긴장 풀고 들어갈 것.
오전 조 입실이 9시 30분까지였는데, 일부러 한 시간 전인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교정 둘러보며 산책하고 9시정도 되어서는
예상 질문 뽑은 종이로 모의면접 10분 정도 해본 후 입실했습니다. 확실히 여유롭게 시작하니 대기하면서도 긴장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2. 면접 준비 →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단계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최대한 많은 말하기 연습을 할 것.
저 같은 경우는 1차 발표 후 이틀 뒤에 바로 면접을 봤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차차 해나갔습니다. 7일
중 이틀은 생기부 내용 숙지, 하루는 기본질문(동기, 학업계획 등), 하루는 자소서 기반 &기타 예상 질문 뽑기, 하루는 어필 포인
트 작성,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친구와 모의면접을 해보고, ‘나만의 스토리’를 정리해서 스스로 왜 지원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
고 있고,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솔직하게 A4용지에 형식 없이 적어나가면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식. 체계적으
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 준비는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라는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테
마별(생기부, 자소서, 기타)로 질문을 만들고 답변 준비를 한 것을 모두 출력해서 A4파일 하나에 순서대로 꽂아놓으면 빠진 부분
은 없는지 보이기도 해서 보충할 수도 있었고, 특히 면접 전 날에 차례로 읽어보면서 했던 것을 잘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심리학과

면 접 방 법

지원자를 A(오전), B(오후) 팀으로 나누어 20명씩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면접은 10여 분 정도였으며 지원 순서대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은 2:1로 이루어졌고 정말로 생기부의 세세한 것에 관한 것을 다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시작 상황 : 처음 들어가서 인사하고 난 후 자리에 앉자, 면접관님께서 긴장 풀기위한 가벼운 질문을 하십니다. 긴장했는지, 밥
먹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Q1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Q2

음악과 진로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Q3

학교에서 인성상과 자기주도적 학습상등에 관해 설명해 보면?

Q4

위 상들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Q5

성적이 계속해서 향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5-1: 어떤 식으로 공부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Q6

학교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

※ 면접은 주로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으며, 능동적 학습 자세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심리학과
교수님들 이셔서 인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려 무척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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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이었습니다!
교복 입고 오신 분도 있었는데 교복 마크를 가리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휴대폰 들고 들어가도 되는데 나중에 스티커
붙여서 내고 면접 끝나고 나가면서 휴대폰 챙겨갑니다.
지원 순서대로 들어가서 면접 끝나면 바로 보내주셨어요.

전

형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유아특수교육과

면 접 방 법

∙ 교수님 2명, 학생 1명 / 면접 전에 폰 걷음
∙ 교복, 사복 허용 / 면접 시간은 10분 제한

질문 및 답변
Q1

유아특수교육과 지원동기?

Q2

자신의 장점이 유아특수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Q3

유아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깊은 책?

Q4

창체 중 가장 인상깊은 활동?

Q5

아스퍼거 증후군과 자폐증의 차이점? (관련 책 생기부에 있었음)

Q6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학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힘들었던 점? (봉사활동)

Q7

마지막 할 말?

전

형

장애인대상자 특별전형

지 원 학 과

재활심리학과

면 접 방 법

이름이 불리면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
면접고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험번호를 OMR카드에 적고 가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2명의 교수님 : 1명의 학생 10-15분 진행

질문 및 답변
Q1

1, 2학년 때 진로가 역사 선생님인거 보니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심리치료사로 진로가 바뀌었나?
A 역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재활을 많이 받아서 재활할 때 겪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장애를 겪고 있
기 때문에 이 직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Q2

자신의 성격이 가진 장단점은?
A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잘하는 것이 장점인 반면 너무 책임감이 강한 나머지 해야할 일을 끝내지 못하면 힘들어 한
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A 기초요리 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먹는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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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이것이 이 일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꼭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이름, 수험번호를 말하는 것이 금지
∙ 10-15분 면접을 하는 동안 3-4개의 질문과 답변

전

형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지 원 학 과

특수교육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면접 / 10분 내외, 면접관 2명, 생기부 위주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초등교사에서 중등특수교사로 진로희망이 바뀌셨는데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으로 가르치고 싶은 대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희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었기에 중고등학생 장애아가 더 익숙하고, 가르치기에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중등교사로
진로희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Q2

생활기록부를 보니 성실하신 것 같은데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학업성적을 위해서 매일 학교에 자율적으로 남아 공부하였습니다.

Q3

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었나요?
A 딱히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없었지만, 장애인분들이 오카리나를 연주하실 때 흥미를 가지고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싶은 곡을 신청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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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의대 ∙

대구한의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같은 거... 말하고 더..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해 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06번입니다. 저는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면서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로멘토링을 통해 물리치료사로 트레이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뒤에 장단점 말할라했는데 너무 허덕이느라 못함.)

Q2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A 제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원
래 이를 깨달은 계기가 있었는데 까먹어서 말 못함.)

Q3

4차산업혁명과 관련지어서 물리치료학과의 전망에 대해 말해보세요.
A 대한민국은 작년을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여가활동으로 레저 및 스포츠를 즐기
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리치료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해 미래에도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치료는 기계가
정교하게 할 수 있지만 치료시간이 긴 물리치료는 대화를 통한 심리적 치료도 필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
도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4

대학생활 중 본인의 학업계획을 말해보세요.
A 저는 이 학교에 진학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물리치료사가 하는 다양한 치료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다양
한 실습을 통해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키워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운동사협회나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의 연수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해 스포츠 구단의 의무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5

혹시, 이건 안 해도 되니깐 하고 싶은 사람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A (3명 중 손을 가장 먼저 들면서) 제가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저는 한 번 하고자 하면 꼭 해내야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사의 꿈을 가진 이상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해주고 싶습
니다. 저의 이러한 목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대구한의대학교라 생각합니다. 대구한의대만의 한의학과 물리
치료학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질을 키워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진
정한 꿈입니다. 꼭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3명 대기하는 데 옆에 애들 다리 떨고 머리 쥐어뜯고 난리 남. 나만 긴장하는 거 아니니깐 여유로운 척이라도 해보자. 없던 다
한증도 생기면서 손끝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애들 인사 크게 안 한다. 인사 크게 해서 눈도장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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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3대3 면접(예상질문에서 출제)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 자기소개 간단히
A 저는 고3때 진지하게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전공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사촌언니의 영향을 받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가져야할 덕목 (예상질문×)
A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는 환자를 가족같이 생각하고 치료하면 분명히 치료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물리
치료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
A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
이 줄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 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합니다.
Q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A 과학의 날 대회에서 4차산업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주제로 만화그리는 대회에 나가서 미래에 4차산업
이후 로봇과 인간이 친구로 지내는 내용을 그려 수상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할 말
A 대구한의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물리치료학과 한의학을 접목시켜서 공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구한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한의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 더듬거림)-면접
관: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하세요.>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구한의대는 다른 학교와 달리 대기실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수시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대구
한의대는 제가 했을 때 면접일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빠른 편이었는데 다 처음이니깐 긴장하지 마세요.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산업융합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3:1)

질문 및 답변
Q1

친구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Q2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과 이해관계가 상충 했을 때, 한국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A 언론을 통해 양 국가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경제력을 키우고
다국적 기업을 통해 국가간 마찰을 줄이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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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보건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 블라인드, 신분증 지참, 대기실에서 대기 후 3명씩 면접
들어갈 때 인사를 맞추고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냥 앉으라고 하셔서 각자 인사함.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
A 제가 대구한의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타 학교들과 다르게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였
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구한의대학교에 입학하여 산업보건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국에 가서 많은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한 보건학부의 인재가 되고 싶어 대구한
의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A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없었던 타인
에 대한 감정과 경험, 진정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다양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활동
이기 때문입니다. ( 다른 친구들은 열정, 노력이라는 답변을 함)

- 꼬리 질문 : 특별히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A 저는 고교 생활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봉사활동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저의 배려하는 마음
을 더 기를 수 있었습니다.
Q3

왜 굳이 우리 학부를 지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와 함께 학부 사이트를 본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A 제가 보건학부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각종 건강장해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
를 접하고 난 후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후 저는 건강장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보건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학부 사이트를 보면서 저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구한의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동아리 활동을 꼭 하고 싶습니다.(다른 친구들은 학부로
이루어져 그중에서도 과가 나누어진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함. 또 다른 친구는 사실 사이트를 잘 보지 않았다고 함.)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보건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3 : 학생 2 또는 3명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학부에 지원

Q2

인생의 가치관
A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은 “정직”, 정직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직이 인생에서 가
장 중요

Q3

가장 배우고 싶은 과목
A “생활과 안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과
안전이라는 과목을 가장 듣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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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A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 대구한의대의 건물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 건물을 보고 학교의 웅장함과 위
대함이 함께 느껴져서 대구한의대에 꼭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듦.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상담심리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 학생: 1 / 면접시간: 10분 내외 /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A 저는 저를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나뭇가지가 꺽여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Q2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과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마치 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학급 카톡방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초대되어 있지 않은데, 본인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저는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만약 다른 친구들이 저도 왕따시키려 한다면 저는 교수님들께 도
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Q4

마지막으로 할 말
A 면접을 통해 아직 저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격하게 된다면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과 잠
재된 능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상담심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면접 10분 이내)
신분증 (임시 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 (단, 얼굴 사진 꼭 있어야 함)
묻고 길게 답하는 것보단 대화 형식으로 함.

질문 및 답변
Q 1분 동안 아무거나 말해 보시오.
ex) 지원동기... 등
Q 학년이 올라가거나 전학을 하는 것과 같이 변화 과정에서 본인은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 말해보세요.
Q 우리 학과(전공)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Q 30초 동안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시오.

기타 유의사항
∙ 긴장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말해줄 뿐이다라는 식으로 편안하게 말하기
∙ 면접 때 자기 자신의 나쁜 버릇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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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상담심리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 학생: 1 / 면접시간: 10분 내외 /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 보세요.
A (면접질문 받고 살짝 당황함. 준비했던 자기소개 얘기했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 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혼자만의 외로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을 다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활발하거나 신중한 태
도에 맞춰서 저도 행동하기 때문에 평소 주변에서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Q2

지원동기
A 다른 학교와 다르게 같은 상담심리학과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다양한 심리분야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오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아리 이름 언급하며)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의 꿈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인생에서 실패했던 경험과 성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세요.
A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업’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와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다른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모두 따라 해보고 저만의 공부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공했던 경험
은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축구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축구를 못한다고 무시를 받고
욕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축구를 해보겠다고 매일 2시간 이상 공을 차고 주말에는 6시간까지도 공을 찼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제 어느 곳을 가도 축구로 꿀리지는 않고 인정받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교수님께서(교수님 이름 언급함.) 대구한의대학교의 오바마라는 별명과 함께 신입생 입학식에서 팔굽혀펴기를 통한 인내를
이야기하시는 모습들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더불어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나’이고 최고의 명대사는 ‘지금’이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서 명대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과거에 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제가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지금 이
공간에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예상 질문에 있었던 질문 중 하나도 안 나왔음.
∙ 면접을 보러 갔다 왔다는 느낌 보다 상담을 받고 나온 기분.
∙ 선배님들도 유쾌하시고 착하심. 또한 긴장 풀게 해주려고 다들 노력함.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아동학과

면 접 방 법

예상면접 질문을 찾아봐 많은 질문중에 3~4개만 물어봅니다.

질문 및 답변
Q1

고등학교 생활 중 학업 외에 특별히 열정을 쏟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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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동아리 활동에 열정을 많이 쏟아 부은 거 같습니다. 그 중에 축제 때 포스터를 제작해 내야할 일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저는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할수
록 더욱더 동아리 선생님께 가서 다른 친구들 보다 더욱더 자주 물어보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다른 친구들 못
지않게 결과물을 내고 주의에서 많은 격려가 있어서 잘해낸 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더욱더 얻은 거 같고 무엇
이든 끝까지 노력하면 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Q2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A 이제 대한민국은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야합니다. 다른 나라 친구를 만나게 되
었을 때, 그 친구의 문화를 모르고 무례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다른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우리 학과의 전공 공부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A 아동복지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유치원 원감이 되고 싶습니다. 아동학과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여
자격증을 취득 후, 공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사범 시험을 도전 후에 잘되지 않더라도 더욱더 노력해 사립유치원에 가
더라도 아이들이 유치원을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과 유치원 원감이 되어 유치원일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Q4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비록 면접시간이 짧아서 저의 모습을 다 못 보여드린 거 같아 아쉽습니다. 아동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학교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임상병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으로 3:3 면접을 함. 차례대로 앉은 사람부터 답변을 진행하고 질문 마다 말하는 순서
를 지정해줌. 주로 인성 질문 위주로 물어봄.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Q2

친구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말해보세요.

Q3

임상병리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 고사실이 조금 딱딱한 분위기로 긴장을 풀 수 없음.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면접 예상 질문에서 다 나왔음. 공통문항
으로 나오는 인성문제랑 전공 적합성으로 나오는 예상 문제 모두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 지각하면 제일 뒷 순서로 변경되기에
지각하지 말아야함.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제약공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날 전에 학과마다 수시면접고사 안내문을 문자로 보내준다. 학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층으로 이동하면
된다. 안내문에 면접 시작 시간의 1시간 전 학생 대기실로 입실하라고 한다.
2. 학과 층에 도착하면 학생 대기실 앞에 조교가 신분증으로 학생확인을 하고 대기실로 들어간다.
3.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면 학생 대기실로 진행요원이 들어와 면접 가번호를 가져다 준다.
(긴 번호인데 끝의 두 번호로 학생을 호명함. 거의 면접 보기 3명 전에 나눠줌. 블라인드 면접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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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을 호명하여 면접대기실로 이동한다. (면접 대기실은 따로 있지않고, 면접 고사장 바로 앞의 의자에 앉
아서 전의 학생이 면접을 마치기를 기다림.)
5. 전의 학생이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 진행요원이 들어가서 교수님께 여쭤본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면접고사
장으로 들어간다.
6. 들어가면 은근 좁은 공간에 3명의 교수님들이 나란히 앉아 계시고 의자 한 개가 놓여있다.
7. 인사드린 후에 면접을 보면 된다.

질문 및 답변
학교 홈페이지에 예상질문 미리 올려주는 것 그대로 인성, 적성 번갈아서 물어보심.
1. 인성문항
Q1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꽃이라고 생각합니다.(꽃받침 모션과 함께) 꽃은 처음에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되고, 햇빛과 물을 통해 성장하고, 비 바람
이 와도 견디어 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작은 새싹 같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자라고, 어렵
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저에게는 꽃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2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했을 때 한국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해보세요.
A 저는 먼저 상충되게 하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충하는 이유가 혹시 각 국간의 더 큰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알아보고, 각 국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공정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자연계열 적성문항
Q1

우리 학과(전공)에 진학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A 제약관련 일을 종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의 재능 일수 있는 영상제작
을 활용하여 각 반 친구들과 생명존중UCC공모전에 나갔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노래를 개사하고 촬영구도를 생각하며 존
중받아야 마땅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생명 존엄성
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2

본인이 지원한 학과(전공)의 전망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세상은 급속도록 바뀌어 가고 성장하지만 인간에게 때낼래야 때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질병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공학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즐겨보는 예능이나, 만화, 유튜브 등에서 자신이 어떤 캐릭터와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닮은 캐릭터의 특징과 이유를 말해
보세요.
A 뽀로로 만화에 나오는 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뽀로로 라는 주인공에만 주목하여 크롱이라는 공룡친구를
놓치기 쉬운데요. 크롱은 뽀로로가 슬프고 외로울 때, 힘들 때 항상 묵묵히 뽀로로 옆을 지켜주어 지금의 인기있는 뽀로
로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힘들고 외로운 친구들의 옆을 꾸준히 지켜주고 그 친구의 문제를 고민해주고 함께 해
줌으로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저는 청춘을 즐기는 대학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저의 청춘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코피 쏟을 만큼 열심
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 한의대에 들어와 주어진 학업의 최선을 다하며 ~~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으로 학생증이나 민증이 없을 경우에는 여권이나 사진,이름, 생년월일이 기재 된 것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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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한방스포츠의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면접. 3대 1

질문 및 답변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주심
A 안녕하십니까! 명상과 마사지로 운동선수의 통증을 줄여주고 싶은 수험번호땡땡입니다.
Q 네 우리학과에 많은 것을 조사한 것 같군요. 강의들으면 맨 앞자리에 와서 듣고하세요
Q 학과 지원 동기는 무었이냐?
A 선수생활을 하먄서 부상당하고 다시훈련에 임했던 경험이 있다. 의사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꼈고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수 트레이너의 꿈꾸게 되었다. 양한방 학문을 배워 폭넓은 선수 트레이너가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Q 무슨 선수였냐?
A 태권도선수였다.
Q 성적은 어땠냐?
A (학교 성적 이야기하는 줄 알고) 네. 저는 4등급 정도됩니다.
Q 태권도 메달을 땄냐?
A 아쉽게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지만 경기에서 지며 인내력을 길렀고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철저한 자세를 가지
게 되었다.
Q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나?
A 예상 질문에 없었던 질문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예상 질문에서 질문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Q 40대 때 자신이 무엇이 되있을 것인가요?
A 선수트레이너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40대 때 제 2의 직업을 가지는 것을 봤다. 운동 처방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제2의
꿈을 이루기위해서 대학생때 운동 처방사 자격증 등을 다 놓을 것이다
Q (면접관님이웃으시면서)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모든 학과와 똑같은 면접예상 질문 있는데 학과마다 예상 질문 다르다고 공지사항에 적혀있음. 학교 홈페이지에 면접 공지사항
잘 보기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식품조리학전공)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으로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하얀 색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은 제가 원하는 색으로 저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색종이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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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식으로 접으면 다양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길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Q 친구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말해보세요.
A 손재주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과제빵을 좋아해서 집에서 만들어 가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친구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음식과 레시피를 말해보세요.
A 마들렌을 친구들에게 만들어 주며 피드백을 받고 설탕의 종류를 바꾸어 다시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즐겨보는 예능이나 만화, 유투브 등에서 자신이 어떤 캐릭터와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닮은 캐릭터의 특징과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무민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도 닮았지만 무민의 가족이야기에서는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기뻐하지 않
고 슬픈 일이 생격도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복장은 단정하게 할 것.
∙ 면접할 때 교수님들께서 긴장을 풀어주시니 너무 긴장하지 말 것.
∙ 예상 질문지 거의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 훈련을 많이 할 것.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화장품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3명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강아지로 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이지는 냄새를 잘 맡을뿐더러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저도 이
처럼 또래 친구들보다 냄새에 민감하여 쾌적한 냄새와 불쾌한 냄새를 잘 구별하고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의 모습에도 잘
적응합니다.(강아지라고 하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다변을 할 때 면접관님께서 ‘강아지 대답해보세요’라는 친근함을 드러
내었다.)

Q2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A 냄새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줄 수 있는 향을 탐구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향에 대한 주제로 남녀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향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음. 여러 향과 화학제품을 섞어 향수나 각종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장단점을 피드백을 받았던 활동을 하였습니다.(최대한 생기부에서 학과 관련된 활동을 거의 다 말하였음.)

Q3

우리 학과 수업에서 듣고 싶은 과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A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의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지 일반 화학이라는 틀에 박힌 주제로 공부하였지만 화학
분양의 종류중에는 특히 탄소 화합물을 다루는 유기 화학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하여 전공을 살려 저의 더 나은 목표
에 대해 더 나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배우는 과목들중 하나인 유기 화학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
하였음.)

기타 유의사항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말해보라고 할 때 어차피 질문은 3명 똑같이 받았고 여기서 내가 이 학교에 얼마나 애정 있는지를
어필해야 될 거 같아서 면접관님이 그만 하시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많이 하여서 최초합격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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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거 같음.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아무 생각도 하지말고 후회만 하고 나오지말자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감. 자신
감이 바탕이 되어야지 면접을 최대한 떨지 않고 잘 볼 수 있음.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화장품공학과

면 접 방 법

3인의 학생씩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 들어가서 교수님 3분 앞에서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화장품공학부에 지원하게 되면 그 중에서 3개의 과로 나누어지는데 교수님 3분이 3개 학과의 교수님들이십니다.
면접순서는 1-2-3 , 1-3-2 , 2-3-1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돌아가면서 답변하게 됩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와 그 이유는?
A 저를 나타내는 단어로 저는 세탁기라는 사물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때 교수님께서 놀라시며 ‘세탁기요? 특이하네요’라
며 관심을 가지심)
왜냐하면 세탁기는 옷 속의 이물질이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평소 고민 있는 친구들이 저에
게 와서 고민 상담을 하면 고민이 세척된 것처럼 엄청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탁기의 역할처
럼 친구들이 힘들 때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Q2

자신은 화장품공학부에서 3개의 과중에 어느 과를 가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이 질문은 자신의 진로 관련 대답) 저는 화장품공학부의 3개의 학과 중에서 화장품공학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화
장품제조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제조하는 전 과정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화장품공학과에 가
고 싶습니다.

Q3

자신이 10년 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A 저는 아모레퍼시픽 기업의 화장품 제조 연구원이라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비건 화장품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 화장품은 동물성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예민한 사람들의 피부에 정말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목표인 우리나라에서의 비건 화장품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하고 싶은 사람만 대답하라고 하셨음)
A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장점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때는 프리스타일로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여 자세한 내
용이 기억나지 않음.) 이러한 저의 장점들을 가지고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공학과에 재학하게 된다면 저의 재능을 더 발
전시켜 사회에 나갔을 때 대구한의대학교를 빛내는 졸업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속해있던
조에는 따로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명이 한 조로 들어가는데 한 조당 10~15분의 면접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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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님 3명 학생 3명으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오후반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오후반이였는데 과자와 음료수가 있지만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니 밥 꼭 먹고 가세요.

질문 및 답변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이름이 불리면 3명씩 복도에 앉아서 대기합니다.
그때 도우미분들(잘생기셨음)이 긴장 풀어주려고 노력해주세요.
1번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통질문입니다.
지원동기/학업계획/ 진로계획을 말하면 됩니다.
2번은 홈피에지에 공지되었던 10가지 중 하나를 물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시절 가장 아쉬웠던 점 2가지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꼬리 질문이 있었는데 당황을 해서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준비해옵니다.
잘 준비하시고 홈페이지 잘 확인하셔서 정보 잘 얻으세요.

기타 유의사항
1.
2.
3.
4.

최저가 있는 전형이에요.
셔틀버스가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빨리 도착하면 대기가 기니까 적당히 빨리 가세요.
이름/지역 등을 밝히면 안 되지만 복장은 자율이예요. 교복 80% 사복 20% 정도 입고 왔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3대3 면접(예상 질문에서 출제)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 학업계획
A 저는 고3때 진지하게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전공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
다. 물리치료사인 사촌언니의 영향을 받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단독개원을 인정하고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 385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이러한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CAPTE가 인정한 대학원 진학준비 위주로 대학생활을 보낼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점관리 위주로 방학 중에는 토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Q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가져야할 자질(예상질문×)
A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이해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많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또 아픈 환자의 예민함도 이해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 이유
A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진화론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유전 쪽에 흥미를 느껴 생
명과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암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생명과학을 좋아하게 되면서 암기파트
도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과목은 정보입니다. 처음에 정보를 접할 때 코딩이랑 이론적
인 부분이 어렵게 다가와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로 수행평가에
열심히 임했고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때 받은 낮은 점수를 보완했습니다.
Q 종교있습니까?
A 네
Q 종교가 뭡니까?
A 기독교입니다.
Q 근데 왜 진화론에 관심을 가집니까?
A 저는 믿음과 제가 진화론에 관심있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Q 공부 좋아합니까?(예상질문×)
A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합니다.
+ 다시 되돌아 간다면
A 저는 책생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PBL 수
업방식으로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대전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말만 3:3이지 거의 1:1면접이기 때문에 교수님마다 질문 스타일은 다릅니다. 참고로 저는 그중에서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전

형

혜화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아동교육상담학과

면 접 방 법

2:1면접(면접관 2명)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아동교육상담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준비한 지원동기를 말함.

Q2

진로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A 교내 멘토링대회를 계기로 바뀌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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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진로가 바뀐 계기가 1개뿐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A 작은 계기로도 충분히 진로가 바뀔 수 있다고 대답함.

Q4

지원동기와 진로희망 칸의 내용이 약간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진로희망 칸의 내용을 섞어서 나의 진로를 밝힘.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을 엄청 많이 함. 압박면접이므로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함.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응급구조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시간 15분 전 까지 면접 대기실 입실, 신분증 확인, 이름 수험표 스티커로 가림, 핸드폰 제출
∙ 면접관 3명, 학생 3명

질문 및 답변
Q1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공통 문항)

Q2

대학생활은 하계, 동계 방학이 각각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선택문항 10개 중 1개)

Q3

자기소개

Q4

어디 학교에 지원했는지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 대기 시간이 길어 질 수 있으니 면접 준비한 거 종이로 가져가기
∙ 공통문항과 선택문항 말고도 다른 질문을 물어보니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응급구조사에 대한 질문 준비하기

전

형

혜화인재전형

지 원 학 과

한의예과(인문)

면 접 방 법

∙ 1번방: 기존제시 10문항 중 1개 + 사문, 동아시아사, 과학, 생윤 중 1문항 + 기본소양문제
∙ 2번방: 생기부 + 자소서 기반 질문들
∙ 준비시간은 1번방 들어가기 전 10분정도//3문제 중 2문제만 주어지고 1문제는 즉석 대답임.

질문 및 답변
Q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자살, 안락사, 뇌사의 핵심 쟁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A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태 / 자살 → 줄이는 방법 ex) EFT. 이점변기요법
안락사 → 찬/반 → 소극/적극으로 나눠서 설명함.
뇌사 → 뇌의 기능 중단을 죽음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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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고분자 화합물 종류와 기능에 대해 말해보시오.
A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로 나눠서 설명함. / 알고 있는 한약재 효능과도 연관지었음.
Q 소방관, 경찰 등 생명에 관여하는 직업에 혜택 부여에 찬성하는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지?
A 찬성 / 진로와 연관 지어 구체적인 한의 치료방법 나누어서 설명함.
Q 한의학 활동 중 K-MOOC에 대해 말해보시오.
A 한 강좌당 20~30분 / 경희대 강좌를 들었음. / 기억에 남는 것: 엑스포, 동의보감, 한의학의 컨텐츠화, 활성화 방안 등등
Q 진로사항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
A 1학년 국제기구 관심 → 학년 올라오면서 평소 접했던 한의학 접목 → 지금의 꿈.

기타 유의사항
∙ 첫 번 째 순서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웃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하니 교수님들도 같이 웃어주
시며 면접했어요!
∙ 꼬리질문이 생각보다 많긴 한데 떨지 말고 침착하게 다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소양 질문은 준비시간도 없이 바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이 1분정
도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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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덕성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제외)

면 접 방 법

∙
∙
∙
∙

책상에 자신의 수험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그 번호대로 앉아야 해요.
2 : 1의 면접 방식이며 10분씩 진행합니다.
제시문은 사라졌고 생기부 기반의 질문만 나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큰 질문에 꼬리 질문이 4~5개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질문 및 답변
(Q: 면접관 A: 답변자)
A 안녕하십니까.
Q 웃으면서 들어오니깐 인상이 참 좋네요. 긴장 별로 안한거 같은데?
A 지금 엄청 떨고 있는데 티가 별로 안나는 것 같습니다.
Q 뻔한 질문 물어보니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음... 오전이라 많이 힘들었지 않나요?
A 전날에 와서 괜찮았습니다.
Q 멀리서 왔나 보네요.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글러벌 뉴스 인 잉글리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건 무슨 동아리인가요?
A 글로벌 뉴스 인 잉글리쉬는 해외 뉴스를 번역하거나 영화를 보며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이 동아리에서 시리아의
내전 뉴스를 번역하였습니다. 시리아는 종파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수니파이지만 집권자
인 알라위파가 시아파이기에 다수의 사람들을 탄압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동아리를 통해서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보니깐 19시간 동안 활동했는데 그 밖의 다른 뉴스를 번역한 것은 없었나요?
A 해외 뉴스를 번역하고 나서 CIA라는 해외 드라마를 보고 독후감을 쓰는 활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Q 그럼 해외 뉴스나 드라마는 누가 준비하나요?
A 해외 뉴스는 담당 선생님께서 가져오시면 번역하였고 드라마는 저희가 보고 싶었던 해외 드라마를 선생님께 말씀 드리면
1회분씩 틀어주셨습니다.
Q 그러면 해외뉴스를 번역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저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추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말로 되어있지 않
다 보니 생소한 단어나 문장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단어의 의미를 바로 찾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무슨 단어일지 추측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표현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도 부족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께 물어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유독 언록 쪽 활동이 많네요. 닷컴 언론 동아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했나요?
A 저는 언론 플레이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가 터지고 언론에서 잇따라 연
예계의 열애 소식을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게 되었
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 기사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Q 그럼 그 보고서엔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나요?
A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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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A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언론인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국민들도 언론 기사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자소서에 보니깐 본인이 성장했다고 했는데 사라밍 그렇게 쉽고 빠르게 바뀔 수 있을까요?
A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내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자율선돈
단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저의 의견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3학년 때는 반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Q 학생자율선도단이 학생의 복지를 향상시켰다? 이건 거리가 조금 멀어보이는데요?
A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의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회와 학생자율선도
단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고 의논을 통해 나온 해결방안을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희는 학생의 복지를 향상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후회되거나 잘한 일은 뭐가 있나요?
A 저는 1학년 때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됩니다. 저는 1학년 때 참여하고픈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신감이나 용기가 부족해 그 동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직까지도 생각날 만큼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2.3학년 때 못했던 동아리를 생각하면서 그 동안 많은 경험을 해서 키운 자신감과 리더십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
다. 이 일은 저에게 후회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고 느낀 일이기도 합니다.
Q 혹시 못한 활동의 동아리 명이 뭔가요?
A 자치법정 동아리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께요. 1학년 때 과학송 불렀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A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분열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토마토 노래를 편곡해 불렀습니다.
Q 한 번 듣고 싶네요. 불러줄 수 있어요?
A 하하하핳하핳 그냥 불렀어요><
Q 네 그럼 수고하셨어요.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분 좋은 미소를 띄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좋게 봐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노래나 뭐 그런 걸 시키시면 그냥 포기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9분 되면 문 똑똑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할 말
다 하세요. 분위기는 편안하게 해주셔서 좋았고 면접실 따뜻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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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전

형

DoDream

지 원 학 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면 접 방 법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기반 질문

질문 및 답변
Q 안녕하세요.
A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 지원한 가번호 12-09입니다.
Q 언론인의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언론인의 자질은 신뢰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뢰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주고 믿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보복이나 협박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사람이 알아야할 만한 가치
가 있다면 반드시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개를 자질로 생각해보았습니다.
Q 근데 신뢰는 사람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거 아닌가?
A (당황) 기자는........ 누구나 소통을 해야해서 음.. 현장과 소통이 필요해서 (한숨)(기억이 안 나네요)
Q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A 네 함께 이야기하는 파트너로써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아 그러니까 신뢰는 사람과 형성된다는 말이죠?
A 아 네;;
Q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완전한 결과물을 여러번 보여준다면 신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Q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와 직접 경험하는... 그런공부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으잉)네? 다시한번 말해주세요.
Q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서 직접 찾아보는 공부의 장단점이요
A 장점은 획일적으로 하는 공부보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만
공부하게 되어 싫어하는 과목을 건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억이 안 나요)
Q 통일관련 활동이 있던데 지금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할 행동은 뭐라고 생각해요?
A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갑자기 평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간 분단되어있
던 남북이 한순간에 좋아지기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었던데 가장 인상깊은 내용있나요?
A 플라톤의 4주덕이 인상깊었습니다. (4주덕에 대한 내용설명)
Q 담임선생님 종합의견을 보면 단점이 없네요, 왜 선생님이 그걸 못 잡았을까요?
A 저의 단점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걱정을 하는 것인데 선생님과 이야기하거나 수업을 할 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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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러면 그걸 친구들도 모르나요?
A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 갔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
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그 단점을 숨긴건가요, 극복한건가요?
A 아 극복한 것입니다.
Q (웃음)마지막 하고싶은말?
A 준비한거 말함

전

형

DoDream

지 원 학 과

바이오환경과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관과 2대1, 10분 동안
∙ 주로 생기부랑 자소서 위주의 질문
∙ M1 → 주로 전공 관련(생기부랑 자소서 기반)
M2 → 자소서 질문
∙ 질문 비중 M1 > M2

질문 및 답변
Q 3년 동안 진로가 환경 쪽인데, 원래 그 쪽으로 관심이 많나요?
A (이 부분에서 자기소개함.) 저는 학교에서 동아리와 독서 활동을 통해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환경
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 여러 강연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Q 기억에 가장 남는 동아리 활동은?
A ‘돋보.기.’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시간에 했던 실험과 달리 가설 설정, 실험 과정 및 결론
도출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해야 했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포기하
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후 3학년이 되어서도 이 자세를 가지고 ‘돋보.기.’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Q allelopathy가 뭔가요?
A allelopathy는 타감작용이라고도 불리며,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 또는 촉진하는 작용
입니다.
Q 어떤 식물을, 왜 심었는가?
A 수수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도 allelopathy 효과를 내는 화학물질을 만드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allelopathy효과가 가장 큰 식물이 무엇인지 아나요?
A 효과가 가장 큰 식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돋보.기.’ 활동을 통해 돼지풀과 사철쑥과 같은 식물이 allelopathy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바이오에너지란 식물, 조류 등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얻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 예로 미세조류 바이오 연료가 있습니다.
Q 자소서에서 컴퓨터 언어를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저는 처음 컴퓨터 언어를 접한 것은 학교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때 컴퓨터 언어에 대해 공부하였지만, 2학년 때는
정보 수업이 없었기에 혼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Q 본인의 성적이 다른 이들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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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기부에 적혀있는 성적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을 통해 제가 하
고 싶은 공부를 했고, 저는 이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해본다면 제 성적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학교에 일찍 도착해서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면서 졸업생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긴장이 많이 풀렸음. 그래서 면접
볼 때도 평소 모의면접 때보다 긴장을 덜 함. 면접날 생기부나 자소서 공부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긴장을 풀어
보는 것도 좋은 거 같음.
동아리 관련으로 많이 물어봄.
면접 분위기 자체는 엄청 편안함.

전

형

학생부종합(불교추천인재)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 8:30시까지 입실, 9:00부터 면접 시작 / ∙ 7분 생기부 관련 질문 → 이동 → 대기 → 3분 불교 관련 질문

질문 및 답변
<생기부 관련 면접>
Q1

외교관이 꿈인데 왜 법학과에 지원했는가?

Q2

(자소서 관련) 왜 ‘범죄와 형벌’을 공리주의로 해석했는가?

Q3

공리주의가 무엇인가?

Q4

(생기부 관련) 한일 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겠는가?

Q5

(생기부 관련) ‘세계의 반은 왜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 작가의 생각은?

Q6

정의로운 법의 필요조건은?

<불교관련 면접>
Q7

불교 신행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Q8

법호가 무엇인가?

Q9

불교의 교리는?

Q10 신행 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질문은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교 관련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못해 제대로 준비
해야겠다고 생각함.

전

형

학생부종합(불교추천인재)

지 원 학 과

불교학부

면 접 방 법

1. 2:1 면접 (10분 간 면접) / 2.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안됨. 이름이나 부모님 관련 언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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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자소서 1번에 ‘이데아’를 작성하셨는데 왜 철학과 말고 불교학과에 지원했나요?
A 이데아 등의 철학 이론들을 바로 접하기 보다는 심리치료라는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뻗어간 것이었습니다.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에서 여러 갈래로 관심 분야를 확장하다 보니 불교 쪽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
니다.

Q2

진로, 미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A 저에게 부족한 불교 관련 지식을 대학에서 습득하고 졸업 후 저의 목표인 심리치료와 불교라는 종교를 접목시켜 선 심리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Q3

불경 중 인상 깊은 내용은?
A 자타불이입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많은 학생들과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니 진짜 저 자신을 좋아하
여 사귀려는 친구도 있었지만 인맥을 위해 접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은 다르지 아
니하니 서로 잘 보완해주어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인맥적 접근이 올바른 것인지 혼란이 왔기 때문에 자타불이라는
단어가 그때마다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부모님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허용되지만 직종,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을 언급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형

DoDream

지 원 학 과

사회학전공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10분, 위원 2명
고사장 입실 > 가번호 받음 > 대기 및 본인확인(민증 필참) > 호명 순서대로 면접 실시 > 끝나는대로 귀가

전

질문 및 답변
대기실에서 앉아있으면 곧 면접 운영위원...? 세 분 정도가 들어오셔서 가번호가 달린 종이스티커를 옷에 붙이라고 하신다. 그
거 붙이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긴장될까봐 청심환 마시는 거(청심원) 먹었는데 생각보다 효력이 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그라 들어
서 대기시간에 졸고 면접 진행할 때 떨었다. 면접 때 다와 가면 운영위원 중 한 분이 오셔서 호명하고 짐 다 챙겨서 나오라 한
다. 그러면 5분 정도 복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앞 순서 끝나면 노크하고 들어간다.
Q1 : 남자 면접관, Q2 : 여자 면접관. 남자 면접관께서는 조금 나이가 있으셨고, 여자 면접관께서는 많아야 30대 중후반.
Q1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죠.
A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긋)
(내가 예상한 면접장은 정적과 냉기만이 흐르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음. 제법 끝순서
였는데도 마음 풀어주려고 노력하신 게 감사했음)

Q1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나랑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요.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A 네 네 감사합니다..

Q2

(방긋방긋) 여기 보면, 사회정책을 많이 탐구한 걸로 보이는데,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정책이 있나요?
A 아, 제가 수능 공부할 때 머리 식힐 겸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저로 살아남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공부조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
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만 살도록 돈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정책이 눈에 걸리
지만, 현재는 어떻게 하면 공공부조가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Q2

그러면, 막 4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어있는지 알고..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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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 4인 가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1인 가구 주거비로 책정된 금액이 한 달에 8만 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
습니다.
Q (오홋 하는 표정) 그럼 학생은 그 금액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A 네 그렇습니다.
Q 그러면, 학생이 생각하기에 좋은 정책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친구들이랑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라 많이 당황함) 아,, 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란 처음에 고안한 목적이 잘 달성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네.. 그리고 여기 활동한 거 보면 교내 정책에 문제점을 갖고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 방법을 이용했고 그 조
사방법이 갖는 장단점을 말해볼래요?
A 아 저는 당시에 라플라스라는 통계 동아리와 지성 동아리에서 그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교내 휴대폰 문제가 해결이 되
지 않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지법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후
통계를 내어 활용했습니다. (장단점 말 안한 듯)
Q1

네, 말하는 것 보면 통계적 자료를 조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통계적 자료가 뭐 실제 친구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
랑은 조금 연구 방법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 각 조사방법 장단점 한 번 말해 봐요. (미소)
A 아, 제가 그 조사방법을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로 받아들여서 답해도 되는 건가요?

Q1

아, 네 뭐 그래도 돼요.
A 아, 그렇다면, 통계적 자료와 같은 양적 연구는 결과를 수치화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은 간과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적 연구는 이 단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면접법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면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뒤 순서라 그런지 특히 남자 면접관께서 목이 많이 나가신 듯함. 말도 잘 안 들리고, 소리도 웅웅거려서 질문을 제대
로 파악하는 데도 여러 번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재차 질문한다고 시간이 꽤 걸렸음.
Q1

아, 네.. 일부러 양적 질적 이런 말은 어려워서 안 썼는데.. 잘 알고 있네요 (미소)
A 아아 네 네

Q1

저..그..이게 시간이 벌써 초과가 되었네요.. 빨리 한 가지 질문 후딱 할게요. 여기 책 괴짜 사회학을 읽었다고 나와 있는
데, 이 중 기억나는 구절 하나만 말해볼래요?
A (자신있는 질문) 네, 이 책은 수디르 벤카데시라는 작가가 직접 갱단을 연구할 때를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갱단을 연구
하기 위해 질문지법으로 연구를 시도합니다. 갱단 두목 제이티가 한 말인 ‘이런 구닥다리 종이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
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진짜 연구를 하려면 나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해.’ 라고 말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 내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포인트를 못 말하고 계속 겉만 도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어서 참 나 자신이 답답했음. 아마 남자 면접관께서도 내가 자꾸 질문 의도나 답변 포인트가 보일 듯 말듯 하니까 눈치 채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음. 저 답변 하는 순간 얼굴 표정이 풀리면서 ‘옳지, 그거야. 끄덕 끄덕’ 하는 표정 지어주심.
Q 아이고...네.. 아까 말한 내용을 토대로 이전 질문에 답 했다면 조금 더 대화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A 아이고 저도 오늘따라 긴장을 해서 이상하게.
Q1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음.. 시간이 초과됐긴 한데,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을 것 같아요. 25초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볼래요?
A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실 한 쪽에 꽂힌 동국대학교 전공 책자를 읽으면서 꼭 동국대 사회학 전공에서 공부하고 싶
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견뎠습니다. 이렇게 1차 합격해서 이렇게 대화할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가진 사회학적 지식에 좋은 경험을 더해 제 진로의 첫 시작을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1

네, 좋은 의견이네요. (옆 여자 면접관과 고개 끄덕끄덕+미소)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잘 가요..! 조심해서 가요..!
A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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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수험표랑 신분증 꼭 챙기세요. 민증은 정말 꼭 있어야 합니다.. 아님 여권.. 수험표는 딱히 쓸 일은 없었지만 쨌든 꼭 챙기세
요. 저는 고속버스 타는 아침에 수험표를 안 뽑아서 엄청 허둥대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100원 주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
접 있는 거 아니면 깊은 지식 필요하진 않을 듯합니다.. 나는 경희대 준비한다고 문명 충돌론이나 맥도달디제이션, 호모 데우스
이런 거 읽고 했긴 한데, 그냥 제시문은 시사 상식 몇 개나 그 시간에 생기부나 자소서 더 검토하는 게 더 현명한 듯함.

전

형

DoDream

지 원 학 과

의생명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지원자 여러명 대기하고 있다가 선배들이 순서에 맞춰 한명씩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한 후 선배들이 면접실 문을 열어 주시면 안으로 들어가 2명의 교수와 지원자 한명이 10분정도 생
기부와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간단하게 지원동기
A 준비해간거 말함
Q 줄기세포를 이용한 노인치료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긴다고 적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자소서)
A 그때 내가 봤던 기사에서는 그냥 치료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만 했지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안나와서 그에 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함
Q-1. 그럼 노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길래 줄기세포 치료를 노인들에게 하는지
A 제기능을 다한 장기를 다시 재생시켜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던가 파킨슨병과 같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히딩크 감독
의 연골재생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함
Q 줄기세포와 바이러스성 벡터의 단점이 둘다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자소서)
A 줄기세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점과 바이러스성 벡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설명하고 그둘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같
이 나온다고 설명함
Q 줄기세포 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는지
A 무엇보다 줄기세포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배양시킬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고 말함
Q 생명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왜 도서부에 들어갔는지(생기부)
A 처음엔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책을 쓰면서 나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밖
에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의 사회나 진행을 맡으며 리더십과 강연들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번 더 생
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함
Q-1. 도서부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A 강연 주제를 말하고 이에 대해 얻은 점과 리더십, 사람들과의 소통능력 나의 진로에 대한 지식 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대답함
Q 동국대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A 준비해갔던 학업계획을 조금 변경하여서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데 이에 관하여 동국대학교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러
한 부분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거 같다고 대답함
Q 마지막 할말
A 준비해간거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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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전공지식 또는 교과 관련된 질문 나올까봐 엄청 공부해갔는데 모든 면접 통틀어 거의 안 나왔고 무엇보다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은 생기부와 자소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많이 읽어보고 그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고있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비를 할 때 답변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기보단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외워서 면접자리에서 그 키워드들
을 맞춰나가는 형식으로 준비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모의 면접 같은건 한번쯤은 하고 나가는게 본인에게
이득일거에요.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전기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1.
2.
3.
4.

면접 시작 전 감독관께서 가번호의 스티커를 대기실에서 배부
학생은 스티커를 자신의 오른쪽 가슴에 부착
면접 시작 전에 2명씩 밖에서 대기하고 나머지는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 학생 1명에 교수님 2명으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1

학생의 성적을 보면 1학년 때에 비해 2,3학년의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유와 노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A 다양한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 수학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학년 때는 중학교 과정의 연장이라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이었던
공식을 외우는 방법으로도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과에 진학하면서 공식보다는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해지다보니 수학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 수학에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기하와 벡터
시간 때 선생님께서 타원당구대를 이용해 타원의 형성과 성질 등을 보여주시면서 수학 공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수업 이후로, 저는 수학을 공식암기보다는 원리 탐구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2

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배려와 존중심이라고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기억 못함.

Q3

자소서 중 전자파 차단 스티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해 본적이 있는가?
A 실험을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전자파를 구하는 과정과 실험 상태가 진공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실험을 하지는 못했
고, 인터넷을 통해 조사함.

3-1. 전자파 차단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A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기전자공학부에서 학습하여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Q4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A 저는 키가 작고 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도 능력이 우수하고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사람을 부르는 ‘작
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귀교의 학습을 통해 그러한 작은 거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우수한 교
수님들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내 활동들은 제가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작은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장거리인 만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2. 갑자기, 면접관께서 돌발질문을 한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고 생각을 다잡은 뒤에 말하자.
3. 면접은 지원자를 떨어트리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을 확인하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
감을 가지며 당당하게 면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4. 모르는 질문은 아는 척하지 말고 확실히 모른다고 대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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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전기전자공학부

면 접 방 법

일반면접(서류기반면접), 면접관 2명, 면접시간 약 10분

질문 및 답변
Q1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Q2

동아리 ‘미래도시를 시도’에서 도시는 어떻게 구성했나요?
A 1평 정도의 폼보드 판에 전기테이프로 도로를 구성, 전체를 약간 올려 밑 공간에 신호체계 구성.

Q3

차량의 구조는? 어떤 센서를 이용했는가?
A 4개의 바퀴와 아두이노를 이용. 라인트레이서의 원리에 입각하여 코딩을 통해 앞의 적외선 센서의 신호에 따라 방향 모
터 작동.

Q4

수학 성적이 타 과목에 비해 높은 이유??
A 이해와 암기에 대한 나의 적성, 성향과 관련지어 설명.

Q5

1학년 프로젝트 동아리에서 탐구한 활동은?
A 기계공학, 전기전자로 역할을 나누어 미래의 대체 에너지인 다양한 발전시설중 원자력 에너지 중심으로 탐구함, 배운 점.

Q6

준비한 멘트 있으면 말해 볼래요?

기타 유의사항
모의면접이 도움이 되었음. 질문 적중률도 양호함.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철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하이데거 등 상당히 어려운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다고 했는데, 키워드를 들어서 설명
할 수 있습니까?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읽은 모든 책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난해하고 현학적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 2번씩은 읽어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 수업시간에 관련 내용들을 학습하면서였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
분만을 발췌하여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지리수업시간에 도시재개발에 대해 배웠는데, 이를 실존주의 철
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의 주거의 상실 이라고 했습니다........(이하생략)
Q 논술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A 2학년 초 때의 일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어렴풋이 떠올려보기에 그 논술대회에서는 ‘개인의 윤리와 사회윤리간의 상호
모순’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인가, 공동체의 선을 증진하는게 우선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신학자의 도덕적인간과 비도덕적사회라는 저서를 생활과 윤리 교과목 선생님께 빌려 관심있게 읽고
있었기에 논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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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학서적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 철학적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나와있는데 자신
의 신념과 가치관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Q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의 탐구 동아리활동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했고, 또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습니까?

기타 유의사항
교복, 체육복 등 출신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은 안 됨. / 면접장에 가면 가번호를 줌.
면접 들어가면 이름이나 수험번호를 절대 말하지 않고, 가번호를 말해야 함. / 부모님 관련된 내용을 말하면 절대 안 되고, 감점됨.

전

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2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IOT분야의 선구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국가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Q2

자기소개서에 카제인 단백질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설명해보시겠어요?
A 네 2학년 때 참여했던 과학탐구토론대회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명의 친구와 조를 이루어 친환경적인 신소재에 대해 탐구
하였습니다. 탐구과정에서 플라스틱을 통한 환경오염이 상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라스틱을 자연적인 성분으로 제작한
다면 분해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속 단백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카제인을 통해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유를 가열하여 응고된 카제인 덩어리를 반죽하고 모양을 만
든 후 저온 건조하여 플라스틱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Q3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았다고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데 어떤 공부를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A 저는 3학년 1학기에 인터렉션이라는 동아리를 개설하여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c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와 모토를 조합하여 제가 원하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하고 올바른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원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관심이 많아져서 파이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파이썬
을 이용해 인터넷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실력을 키워나가려 노력했습니다.

Q4

인터넷 기출문제를 풀어봤다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까?
A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무작위로 년도와 월 이 입력되면 해당 월의 마지막 일이 몇일인지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
다. 처음엔 2월에 마지막이 28일 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이후에 윤년의 개념이
생각나 이를 코딩으로 적용시켰더니 해결 되었습니다.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문
제였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A 저는 많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고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학
년 동안 진로를 확고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컴퓨터라는 진로를 확고히 한 후 1학년 동안 꿈을 찾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던 과정들이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서 모든 물품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소지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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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경주)
형

불교추천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교수님 / 입학사정관님 : 학생1 / 학생2
질문은 교수님이 1에게 묻고-답하고 , 2에게 묻고-답하고 입학사정관님이 2에게 묻고-답하고 , 1에게 묻고답함.
거리는 엄청 가까웠고 교실로 치면 교탁에서 2분단 2번째 줄
근데 다른 학과들은 일반 종합인데도 두 명씩 들어감.

전

질문 및 답변
생기부 질문 2개
Q 진로희망이 조금 특이한 국제간호사인데 왜?
Q 수업시간에 내과 외과 차이에 대해 설명한 거 어떤 식으로?

기타 유의사항
저는 두 번째 순서였는데 대기할 때 제 앞 팀은 되게 조용했음.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가 생각했는데 그냥 학생들 분위
기에 따라 바뀌는 듯? 저희 팀은 되게 많이 웃었고 교수님이 되게 오버액션으로 반응해주셨음. 꼬리 질문도 되게 유쾌하게 하셔
서 재미있었음. 서로 이야기하다 나온 느낌. 근데 옆에 친구가 엄청 열심히 외운 대로 잘 대답해서 조금 걱정됐는데, 저는 대답을
정확하게 외운 대로 대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대처를 했다고 생각함.(+많이 웃었음) 후회되는 게 있긴 함.
아침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모이는 건데 나는 순서가 빨라서 9시30분이되기도 전에 끝났음.
대기실 분위기는 각자 할 거 하는 느낌, 열심히 다들 준비한 거 보기도하고. 면접도우미분 이 들어오셔서 수험번호 확인하고
주의사항 설명했음.
폰은 따로 안 걷고 꺼두라고만 함. 근데 폰 꺼본 적이 없어서 끄는 법 몰라서 그냥 나뒀다가 내 폰 알람이 울렸음(깜짝 놀람).
그래서 후다닥 끄는 법 알아내서 껐음. 근데 뭔가 덕분에 대기실 분위기가 조금 활기차게(?) 바뀜.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경찰행정공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자2인 면접관2인으로 이루어지고 질문형식으로 이루어짐.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본 학교에 지원을 한 이유
A 위 학교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다.

Q2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을 제시
A 본인은 현재사회가 세계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함께하는 정책을 예로 들고 싶다. 그래서 본인은 한미FTA가 가
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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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제시
A 본인의 장점은 활발함과 활동성이라고 생각한다. 교내에서 체육활동이나 기타로 다른 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그 활
동을 주저할 때 먼저 나서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점은 말이 조금 거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자주 거친 말을 사용해서 습관이 되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전

형

학생부종합(참사람전형)

지 원 학 과

고고미술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2명

질문 및 답변
Q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의 매력과 역사의 매력을 말씀 드
릴 수 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 역사는 ~~~~~~~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평소에 취미가 무엇입니까?
A 역사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감명깊게 읽은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를 말씀 드리자면
~~~~~~~~~
Q 고고미술사학과가 어떤 학과입니까?
A 과거의 유물들을 보고 그 유물들을 파악하고 알아내는 학과입니다.

전

형

불교추천

지 원 학 과

고고미술사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분, 학생 2명 2:2 면접 / 책상 없이 의자만 놓여있음.

질문 및 답변
Q1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꿈이 학과랑 연관이 없는데 왜 고고미술사학과에 지원했나요?

Q2

고고미술사학과와 학생이 생각하는 고고미술사학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Q3

북소리 관련된 상을 받았는데 북소리가 무엇인가요?

Q4

가장 최근에 읽은 책 2~3권만 소개해주세요

Q5

어떤 내용의 책이였나요?

Q6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
∙
∙
∙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 수험번호 뒷자리 4개 잘 확인하기.
대기실이 생각보다 조용함. 생기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들어가자마자 크게 인사하고 마치고 크게 인사하기.
대기할 때 폰 꺼야하는데 내가 간 대기실에는 시계가 없어 불편했음. 혹시 모르니 시계 차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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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고고미술사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분, 학생 3명 / 2:3으로 면접을 봄.
국사학과랑 같이 면접을 봄. 국사학과가 면접이 끝난 후 고고미술사학과 면접을 봄.
책상 없이 의자만 있었음.
면접 일주일 전쯤에 예시 문항 알려줌. 예시 문항에 대한 답은 미리미리 준비해야함.

질문 및 답변
Q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의 뇌과학의 발달로 촉발되었다.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책
이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삶에 있어 책임에 의미가 무엇
인지 설명하시오. (예시 문항)
A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번지점프, 등산이 있는데요. 번지점프는 누군가가 밀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
닌 자신이 스스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등산 또한 누군가가 밀어줘서 산을 등반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
스로 산을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 책임은 자신의 한 말의 무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삶 또한 후회하더라도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헛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신중하게
보내야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어떤 직업이나 직군, 혹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와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시 문항)
A 제 꿈은 학예사입니다. 학예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20세기 서양미술을 볼 수 있는 서
양미술사와 한국의 건축 역사를 시대에 따라 양식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국의 건축 강의 등을 들으며 학문
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동아리 학사회에 들어가 미술사 전반에 걸친 전공기초, 심화 내용
을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유물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학예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음.
Q 면접 전형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음.

기타 유의사항
∙
∙
∙
∙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 수험번호 뒷자리 4개 잘 확인하기.
대기실이 생각보다 조용함. 자신이 예시 문항에 적은 답 계속해서 중얼거리기.
들어가자마자 크게 인사하고 마치고 크게 인사하기.
예시 문항 있다고 안심하지 말기. 고고미술사학과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 미술작품, 화가 등을 미리 조사하고 면접
을 보면 유리할 수 있음.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에너지・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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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예비 20학번 동국 대학교를 재학하게 될 ○○번호 지원자입니다.
Q 학과 졸업 후 진로나, 학기 중 하고 싶은 것
A 저는 학기 중에 에너지·전기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 후 강소기업에 들어가 10년간 열정페이로 일한 뒤 나와서 저만의
사업체를 차려 제 후배들을 취직시키는 등 취업난 문제도 해결하며 큰 회사를 만들고 싶다.
Q ‘세월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세월호 사고‘를 찾아보다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는 자연재해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고는 직원들의 실수로 일어난 것
이다. 이것처럼 완벽할 수 없으니 IT자동점검을 하자~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 같은 인제는 어디에도 없다. 후회하지 않게 대학에 들어와 빛 내겠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참사람전형)

지 원 학 과

에너지ㆍ전기공학전공

면 접 방 법

2;2 면접 / 면접 들어가기 3분전 면접실 앞에서 대기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에 지원동기

Q2

이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실험

Q3

성적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의 다짐

Q4

학교와서 배우고 싶거나 하고싶은거 (학과에 대해 궁금한 것)

Q5

(Q1에 대한 꼬리질문) 원자력에 대한 나의 생각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8시 30분까지 수험표, 신분증 지참해서 자유롭게 입실
9시 면접 시작인데 그전까진 화장실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면접 시작 후 화장실 가려면 면접도우미 허락 받아야함.

질문 및 답변
Q1

동국대 지원동기와 자신의 유치원교사로서의 자질을 말해주세요.
A 지혜, 자비, 정진이라는 세 가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불교재단 동국대학교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꼈고, 제가 불교 유
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불교 유아교육에 대해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사소한 장점도
발견해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할 깨 그에 맞추어 많은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팀 과제 중, 한 팀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팀장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예상질문)
A 먼저 그 팀원에게 팀 과제가 공통의 과제임을 자각시킨 후, 그럼에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팀 내 친목도모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 그 팀원이 능동적으로 과제에 참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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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마지막 할 말 30초 내외로
A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긴장이 안되고, 여유로웠는데 학교에 들어오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기까지 많이 긴장했다. 1지망인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모집에 두 번이나 지원했을 만큼 간절히 오고싶다. 입학만 시켜주시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탑을
먹겠다!(화이팅 주먹쥐고 했음)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 인상이 이웃집 아줌마들 같았음. 말을 할 때마다 웃으며 고개 끄덕여 주시고, 면접이 끝나고 세분 다 우리 학교에 적
합한 인재상이네요 하며 웃어주심.

전

형

학생부종합(참사람전형)

지 원 학 과

일어일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명, 지원자2명

질문 및 답변
Q 일어일문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먼저 저의 꿈은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덕목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무원은
다양한 국가의 승객들을 만나는 직업으로 승객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일어일문학과
에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매너를 배워 다재다능한 승무원을 희망하여 일어일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일본어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이 과에 진학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A 향후 저는 일어일문학과 NHK동아리에 가입할 것 입니다. 이 동아리는 일본문화와 일본어 학습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동아리로 한국과는 비슷한 듯 다른 일본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일본어 학습을 통해 JLPT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자유전공학부

면 접 방 법

2;2 면접이었음.
국어국문학 면접관 1명, 자유전공학부 면접관 1명이 계셨음.
첫 번째는 수험번호가 앞 번호인 사람이 먼저 대답하고, 두 번째는 뒷 번호인 사람이 먼저
대답하고, 세 번째는 앞 번호인 사람이 먼저 대답했음.

질문 및 답변
Q1

공감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공감'과 관련된 단어를 2-3개 들어 공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공감하
거나 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그 경험에서 깨달은 것을 설명하시오.
A 공감이라는 단어를 감정, 이해로 들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이 그 감정을 느낌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하루치 영상을 보는 데에만 평균 65~8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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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일명 가짜뉴스 즉,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악
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 컨텐츠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기 때
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강
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제 사회는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자유전공학부는 성격검사와 직업적성 검사를 통해 전공을 탐색하고 관심 전공의 교수와 상
담을 통해 전공을 결정하더라구요. 이 커리큘럼을 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동국대 경
주캠퍼스에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샌크라멘토 주립대학과 일본에 많은 대학
들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조경학과

면 접 방 법

2:2면접, 면접 들어가기 3분전 면접실 앞에서 대기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 지원동기

Q2

향후 미래 직업,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공부와 활동을 할 계획인가?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예상 질문이 총 6개
Q1

자유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책임의무에 대해 정의 하시오

Q2

공감과 관련된 단어 2가지, 공감에 대한 사례

Q3

입학후 팀프로젝트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가 잇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Q4

향후 미래 직업,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공부와 활동을 할 계획인가?

Q5

인간게놈프로젝트란 무엇? 긍정적인 영향과 문제점

Q6

초콜릿을 많이 섭취하면 지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 했는데 이러한 결론의 문제점

5번, 6번 은 물어보지도 않고 1, 2, 3, 4번 중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심

기타 유의사항
예상 질문 일주일 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블라인드 면접, 폰을 안걷 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으므로 면접 대기시 폰 사용 절대 금지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중어중문학과

면 접 방 법

10여분에 걸쳐서 2:2 면접을 봄.2명씩 면접을 봄. 면접관은 2명, 10여 분정도 면접. 면접시 생기부를 참고하
는 것 같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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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어디서 왔냐?

Q2

나이가 몇이냐?

Q3

경주를 와본 적은 있는지, 와본 적 있으면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Q4

본인의 꿈을 간략하게

Q5

중국어를 말해보라

Q6

아침은 먹었냐?

Q7

자유의지의 유무와 본인의 생각, 삶에 있어서 책임의 의미란 무엇인가?

Q8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봤나? 느낀점은 무엇인가?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타 유의사항
옷차림이 중요한 것 같으며, 대기실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기를.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 일주일 전쯤 예시 질문을 공개함. / 원서 접수 순서대로 수험번호 배정됨. 2:3 (면접관:학생) 으로 면접을 봄.
책상 없이 의자만 있음. 면접장에 개인 소지품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 없음.

전

질문 및 답변
Q1

향후 어떤 직업이나 직군, 혹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
부와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시 질문)
A 제 꿈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넓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는 이런 저의 추상적인 꿈
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의 교육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3학년 4학년 교육과정 중 호
텔관광현장실습과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학년 교육과정 중에는 관광학원론과 여
가학개론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 충분한 지식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하였습니다.

Q2

(같이 면접장에 들어간 3명중 본인에게만 이 질문, 나머지 2명에게는 다른 질문을 함)
[ 나머지 2명에게 한 질문: 공감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공감’과 관련된 단어를 2-3개 들어 공감의 개념을 설명
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그 경험에서 깨달은 것을 설명하시오. ]
본인에게 한 질문: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으로 세계시장은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중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을 제시하고, 지금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A 본인의 답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은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체코 등 전 세계에 7개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
로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환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도 개발 중이고 판매 중인 수소차, 전기차 등의 친
환경 자동차를 더욱 세계화 시켜, 전 세계의 다른 다국적 기업들 보다 더욱 발빠르게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로 자리매김
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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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A 예전부터 취미로 일본어를 조금 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마지막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일본어-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장했지만, 저는 저를 믿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관 분들도 정말 친절하셔서 기뻤습니다.]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장했지만 저는 저를 믿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면접관 분들도 친절하셔서 좋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수험번호 36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인원이 많은 학과이다 보니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1,2로 나누어져 면접이 진행됨. 지금까지는 2:2로 진행되었지만 2:3으로 진행
한건 이례적인 일 같았음.
자신의 수험번호를 잘 외워놓은 것이 좋음. 면접 당일 불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름. 들어가
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 하는 것이 좋음. 다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해도 해야 함.
면접관 분들은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웃어주시고 긴장을 풀 수 있게 속도를 맞춰주심. 면접 예시질문 중, 학과에 대하여 직접
알아보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꼼꼼히 준비 하는게 좋음. 실제로 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알아보고 답하니, 그 부분에서 면
접관 분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낌.
예시질문 이외의 자기소개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본인 옆의 분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동국
대에 어필하는 노래도 준비하심.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제약공학전공

면 접 방 법

예상 문제를 미리 주고 그 예상문제에서 질문을 하며 2:2 형식, 10분내외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대학교 생활 중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리더가 되었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는 팀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A 제가 이때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둠학습이나 조별 과제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
해 이러한 문제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협동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융통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역할 분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하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더 역할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Q2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A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키면서 병충해에 강한 식물을 재배하여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체질에 맞는 맞춤치료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기술로 맞춤 아기를 생산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빈부격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선을 지키면서 이러한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0분 내외라고 했지만 사실상 5~6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 사람당 2문제씩 같은 것으로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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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동덕여자대학교
전

형

동덕창의리더전형

지 원 학 과

문예창작과

면 접 방 법

교수 2명, 학생 1명 / 10분 타이머 맞춰서 함. / 교복, 사복 허용

질문 및 답변
Q1

‘잇기 글쓰기’ 가 무엇인가? (수상실적)

1-1. 그럼 ‘주제가 있는 백일장’ 은? (수상실적)
Q2

동아리에서 ‘문학선’ 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게 뭔가?

Q3

3년 내내 소설가를 지망했는데 어떤 작가가 되고 싶나?

Q4

면접관을 보며 어떤 소설을 쓰고 싶냐?

Q5

웹소설과 순수문학 중 무엇이 가치있나?

Q6

인문학 독서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

Q7

자소서에 시나리오 공부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Q8

마지막 할 말?

전

형

학생부종합(동덕창의리더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
∙
∙
∙

책상에 자신의 수험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그 번호대로 앉아야 해요.
2 : 1의 면접 방식이며 10분씩 진행합니다.
제시문은 사라졌고 생기부 기반의 질문만 나옵니다.
생각보다 면접관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깜짝 놀람.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
Q 네 앉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시작할께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 동덕여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A 저는 동덕여대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저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활동
하고 싶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실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
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들이 교복의 불편함을 호소할 때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에 관한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해결방안을 담당 선생님께 전
해드렸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주변의 문
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활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덕
여대에만 있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저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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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자대 ∙

Q 사회복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네요. 그 중 가장 인상깊은 책을 소개해주세요.
A 저는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12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식량이 존재하지만 그
식량의 절반 넘게 가축의 먹이로 사용해 기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구호 활동을 많이 만들어 지원하고 기아와 난민과 같은 구호 활동에 힘쓰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Q 그 책은 누가 소개시켜줘서 읽은 건가요?
A 아니요. 사회복지 관련 도서를 찾던 중 제목을 보고 정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Q 본인이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라 상상가나요?
A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나 난민과 같은 구호에 힘쓰고 있는 저의 모습이 상상갑니다.
Q 보니깐 1학년 때는 PD를 꿈꿨네요. 꿈이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A 제가 라디오PD에서 사회복지사로 꿈을 변경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척 좋아해서
사람과 많이 접촉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
중 동동‘S라는 행사를 열어 생명팔찌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명팔찌는 산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로프로
사용하는 등의 구호 물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담은 의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팔찌를 사람들과 함께 만
들고 위로가 되는 글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고맙다며 웃으면서 행사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행사
를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제 직업 선택의 원인이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
다. 이 이유로 꿈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Q 그러면 라디오PD는 왜 꿈꿨나요?
A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서 꿈꿨습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라디오를 듣는 운전자분들이 그 라
디오를 들으면서 정말 재밌다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누군가에게 힘든 하루였지만 제 라디오를 들으며 웃게 해주
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PD를 꿈꿨습니다.
Q 어느 쪽 PD?
A 예능 분야 라디오 PD를 원했습니다.
Q 네.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수고했어요. 3월달에 꼭 만나서 같이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초고속 진행이었음. 긴장 풀어주고 그런 거는 없었고 들어가자마자 타이머 10분 스타트하고 바로 빨리 앉으라 함. 인사는 빠르
게!!하길 추천. 자신감 있게 면접 하길><

- 409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동서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교사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면접대상자 2명 / 학교홈페이지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기출문제 참고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주세요. 없다면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도 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 졸업 후 국.내외 의료봉사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은 남아영입니다. 저의 장점은 늘 긍정적으
로 생각하는 마인드로 주변사람들 또한 늘 긍정적으로 생각 할 줄 아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은 제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환자들의 심적인 치료하는 것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자신의 롤 모델을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세요.
A 저는 저를 간호사가 되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신 저의 롤모델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두 분이십니다. 마
리안느 마가렛 두 분은 한국 소록도 섬에 한센병원이라는 곳에 환자의 수는 많지만 간호사의 인원이 적다는 것을 알고
발 벗고 뛰어오신 두 분이십니다. 환자들의 가족들은 물론 의사들마저 환자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이 두 분께서
는 직접 두 손으로 환자의 상처를 어루 만져주며 환자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죽은 환자의 옷을 수선
해 입는 검소함을 보였지만, 환자들의 지원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오스트리아 지인뿐 아니라 정부, 봉사단체에 연락
하여 환자들을 위한 목욕탕, 결핵병동, 정신병동을 건설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신 두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분들의 책임감
을 바탕으로 저의 의료봉사활동가라는 꿈을 꾸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의 롤 모델 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Q3

말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A 저는 많은 말실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가지를 꼽자면 고등학교1학년 부반장을 맡았을 때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아 친구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알지 못하였고, 반의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친구들에게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화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반의 화합이 우선인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우선인지 많
이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먼저 다가가 사정을 말하고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친구와 화해 할 수 있었고 저
는 현재 모든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앞서 늘 신중하고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교사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3개의 분반으로 나뉨 / 면접관 2명 대 수험생 2명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먼저 해보세요.
A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간호사의 꿈을 키워감(지원동기를
이야기 함). 그리고 동서대에 지원한 또 다른 이유는 동서대의 S.A.P인데(학교의 메리트를 이야기 함) 국제화 시대에 이
러한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꼬리 질문)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간호사라는 직업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A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 이민의 증가와 다문화 가정 등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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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 ∙

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도 다양한 문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문화 역량에 대해 설명함) 따라서 동서
대의 국제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함.

기타 유의사항
∙ 동서대 면접 운영 방식이 진행 속도가 빠르고 좋았음
∙ 보건 의료 대학은 꼭대기에 위치함. 체력 강화 필요성.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은 면접관과 학생이 2:3으로 진행된다. / 답변 순서는 abc cab cba로 진행된다.

질문 및 답변
Q 긴장 푸는 겸 자기소개 해주세요.
A 네, 저는 보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는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하며 꼭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이 이름 뜻에 맞게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통해 환자를 케어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저의 장점을 이용하여 환자의 외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픔에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최근 읽었던 김현아 간호사님의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을 최근 메르스
첫 발생 환자가 나왔던 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직면 했을 때 그 상황을 피하
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으면서 메르스 환자뿐만 아니라 원래 중환자실에 있는 생사의 갈림
길에 서있는 환자들을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될 일이니까’라는 말인데요, 나로 인해 중환자실의 환자가 살고 그 환자가 살면서 우리 지역의 사람이 살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제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간호사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책을 가장 인상 깊었
던 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 대학교에 다니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저에게는 오랜 꿈이 있습니다. 간호학과와 임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쌓았을 때 해외의 의료 빈곤 국
가에 나가서 봉사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같은 간호학과 친구들끼리 몽골이나 라오스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의료 빈곤국가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며 미래의 꿈을 미리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간호학과 특성상 영어로 된
의학용어가 많고 자원 봉사를 위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서대학교의 글
로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어공부에 힘쓰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날씨가 많이 추워서따뜻하게 입고 손을 녹일 수 있는 핫팩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 도우미 선배님들에게
도 궁금한 점을 물으면서 면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음.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 학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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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와 자신의 장점과 단점 말하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자 나이팅게일이 될 학생입니다. 먼저 제 장점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
가가 위로와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며, 제 단점은 낯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는 활
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점을 극복하게 되었고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말을 잘 할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Q2

지원동기와 동서대학교에 지원한 이유
A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
는 제가 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곤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동서대학교에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
해서 공부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Q3

요즘 학생들이 줄임말과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본인의 언어사용습관은?
A 사실 제가 바른말만 사용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와 대중매채의 발달로 바르지 않은 언어를 사람
들이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편하게 대해주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답하기 편했다.
예상 질문이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됐지만 쉬운 범위에서 질문하셨다.
마지막으로 할 말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지 원 학 과

게임학과

면 접 방 법

오전/오후 시간을 대학교 측에서 정해줬으며 면접대기실에서 대기 후 3명씩 부르면 면접실 앞으로 간 뒤 면접
실 앞에서 대기시킴 앞 조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인사 후 착석. 2명의 교수와 3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면
접을 시작함. 마지막에 1명이 남을 경우 마지막 2조는 2명씩 진행. 면접은 20~25분 정도함. 면접관교수님이
딱딱한 질문형식이 아닌 어른이 청소년에게 질문하듯이 편하게 질문함. 끝난 뒤 각자 인사 후 순서대로 나감.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게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미래의 게임 그래픽개발자 백현민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며 즐거웠던 경험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게임과 관련된 진로를 찾던 도중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
을 잘 다룰 수 있었던 저의 특기에 맞추어 게임 그래픽 개발자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찾았고 관련 설비가 국내 최고수준이라는 동서대학교 게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Dsmax
와 Zbrush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깊게 파고 들 수 있는 G.I LAB 이라는 연구회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기회가 된
다면 꼭 참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을 누가 가장 좋아해 주는지 말해봐라
A 가족을 제외하면 어린시절부터 10년넘게 알고지낸 소꿉친구가 3명있는데 그 친구들과 많은 일이 있었고 서로 장난도 많
이치며 자라왔고 이젠 알 것 모를 것 다 알며 지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서로 진로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하며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그친구들이 저를 제일 좋아해 주는 것 같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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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A 3D 모델링 관련 프로그렘을 공부하고 3D 캐릭터 모델링 등의 커리큘럼을 수강하고 연구회에 참여하여 선 후배간의 프
로젝트 활동을 하고싶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한마디
A 저에겐 한가지 꿈이 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본 거의 모든 분이 그러하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만 부모님은 게임을 무조건 안좋은 것이라 하며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하려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부
모님에게 당신의 아들이 게임으로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해서 이렇게 멋진 게임을 만들어 다른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
다고 자신있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 교수님이 2분 계셨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셔서 그런지 연장자로 보이시는 교수님쪽이 주도하여 질문을 하였다.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어 긴장을 풀 수 있었고 면접진행도우미로 참여한 학생회 선배분들도 긴장을 풀어주기위해 면접대기실에서 대학생활같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어 편하게 진행 할 수있었다.

전

형

학생부교과(교사추천자 전형)

지 원 학 과

디자인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이고 질문 개수는 3개이며 추가 질문은 없음. / 면접관 2명과 지원자 3명이 면접을 실시함.

질문 및 답변
Q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A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꾸어 이곳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아까 다른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대는 자신이 하
고자 하는 분야별로 루트가 잘 나눠져 있어서 이 곳에 오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서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디자이너가 지녀야하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A 저는 디자이너가 물건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사용한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어느 방면에서 불편함을 느
꼈는지 조사하고, 알아낸 불편함을 토대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해 나가면서 불편함을 줄
이도록 하는 것이 디자이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A 저의 롤모델은 흑요석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우나영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저는 서점에서 “물들이다”라는 컬러링 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컬러링 북은 서양 동화와 한복을 합친 새로운 것이었고, 저에게 “아, 이렇게도 합쳐지는 게 가능하
구나” 라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서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처음에 운동장에 모일 때 운동장 입구에서 수험표 확인 후 들어 갈 수 있게 하고, 설명(2대 3면접이다 등등)하고 각자 전공 건
물로 데리고 감. 살짝 늦어서 놓치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따로 데려가 준다고 함.

전

형

학생부교과(교사추천자 전형)

지 원 학 과

디자인학부

면 접 방 법

종합운동장에 경찰학과, 물리치료학과 등등 여러 많은 과들의 면접지원자들을 모아서 대기실로 데려갑니다.(운동장
앞에 수험표랑 신분증을 검사받고 들어가면 팻말을 든 대학생들이 있으니 줄 서세요 하는 말에 맞춰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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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줄을 서고 순서대로 줄을 지어 따라가면 됩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면 책상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용지가 올려져 있으니 자신의 자리에 맞춰서 잘 앉으면 됩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와서 화장실이나 물을 마시고싶을땐 안내원을 동행해서 다녀와야 하고 면접하러 대기실을
나서는 순간 대기실에는 다시 들어올수 없어요
면접은 총 3명씩 들어가고 2명의 교수님 (여자교수님 1. 남자교수님1)이 계십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
요. (내가 제일 마지막 면접자들이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린 거 같아요)

질문 및 답변
제시되는 질문은 없고. 들어가는 면접 팀마다 면접질문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전 팀이 면접하는 걸 밖에서 기다리며 면접 질문을 들었는데 내가 면접할 때 그 질문 안 나왔어요.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
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하시더라구요.)
Q1

내가 왜 이 학교에 지원했는지 왜하필 이 과였는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자기소개 해 보세요.
A 그냥 지원동기라고 생각하변 될 것 같아요

Q2

현재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Q3

요 근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질문을 잘 모르겠거나 해도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요청드리면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며 질문을
다시 읽어주시니 걱정 마세요.
더듬거나 해서 다시 말하고 싶어도 다시 말해도 될까요? 하면 교수님께서 얼마든지 괜찮다고 해주세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말
있는데 해도 되냐고 여쭈면 해볼라고 기회를 주시니까 꼭 가서 마지막 어필 해보세요!!!
개인질문이 아니라 한번 질문이 나오면 한명 한명씩 대답하는 방식이니까 정 모르겠으면 앞에 사람 내용 가져다가 잘 활용해보
세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인사하기! 무조건 해맑고 까랑까랑하게!
11분반, 12분반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자기가 몇 반인지 확인 잘해보세요.

전

형

학생부교과(교사추천자 전형)

지 원 학 과

방송영상학과

면 접 방 법

8시30분까지 종합운동장에 모여 안내에 따라 학과별로 줄지어 이동합니다.
바로 3명씩 대기하러 이동하고 대기실에서 모카영상을 틀어줍니다.
수험표를 잘라 옷핀으로 옷에 붙이고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교수님 2명에 학생 3명씩 면접보고 1->2->3->2->3->1 순서대로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방송영상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Q2

대학입시가 끝난 후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가 있나요? (자세한 설명 질문 있음)

Q3

영상을 만들 때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Q4

+추가: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예상 질문 이야기하고 답하기

기타 유의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 필수 / 대기실로 이동하자마자 바로 면접이 시작되니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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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부

면 접 방 법

3명씩 팀을 지어 들어가는 순서이고 시간은 약 7분 ~ 10분 정도 소요됨
시회복지학부 연구실에서 팀원 끼리 앉아 조용히 대기하는 방식
순서는 1-2-3 , 3-2-1 , 2-1-3 순서로 진행됨

질문 및 답변
Q1

왜 하필 동서대학교에 지원하였는가?
A 제가 수시박람회때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여쭤 봤습니다.
사회복지학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동서대학교 자체가 ace+ 사업과 ck사업으로 4차 산업에 앞서 나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Q2

동서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과 학업 계획
A 동서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교정을 둘러보며 제가 공부할 곳이 어디인지 파악 할 것입니다. 평소 산
책하는 것을 좋아할뿐더러 저는 동서대학교에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를 보면서 제 꿈이 실천 되었
다는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Q3

(생기부 기반 질문) 학생이 또래상담 도우미 활동을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는가?
A 제가 또래상담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픈채팅 상담소 이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서로가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고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고민을 들은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내담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담자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조용한 분위기 이었는데 선배들이 긴장을 풀어주려 말도 잘걸어줌 .
면접관 3분이 계신데 돌아가면서 한 개의 질문만 하기 때문에 질문한 면접관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관들을 주시하며 미소 지을
것 ! 무서운 분위기는 아님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부

면 접 방 법

3명씩 팀을 지어 들어가는 순서이고 시간은 약 7분 ~ 10분 정도 소요됨
시회복지학부 연구실에서 팀원 끼리 앉아 조용히 대기하는 방식
순서는 1-2-3 , 3-2-1 , 2-1-3 순서로 진행됨

질문 및 답변
Q1

왜 하필 동서대학교에 지원하였는가?
A 제가 수시박람회때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여쭤 봤습니다.
사회복지학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동서대학교 자체가 ace+ 사업과 ck사업으로 4차 산업에 앞서 나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Q2

동서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과 학업 계획
A 동서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교정을 둘러보며 제가 공부할 곳이 어디인지 파악 할 것입니다. 평소 산
책하는 것을 좋아할뿐더러 저는 동서대학교에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를 보면서 제 꿈이 실천 되었
다는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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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생기부 기반 질문) 학생이 또래상담 도우미 활동을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는가?
A 제가 또래상담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픈채팅 상담소 이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서로가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고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고민을 들은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내담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담자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조용한 분위기 이었는데 선배들이 긴장을 풀어주려 말도 잘걸어줌 .
면접관 3분이 계신데 돌아가면서 한 개의 질문만 하기 때문에 질문한 면접관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관들을 주시하며 미소 지을
것 ! 무서운 분위기는 아님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지 원 학 과

치위생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면접자 3명 (2:3)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면접은 한팀 마다 10~15분 정도 시행되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에 지원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제가 치위생학과에 지원 하게 된 동기는 1,2학년때 교정을 한다고 치과를 갔었는데 그때 치위생사 언니를 보고 치위생사
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진로를 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치위생사 라는 직업이 괜찮
다며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 확신이 생겨 치위생학과에 지원하게 됬습니다.

Q2

최근 한 달 중에 실천한 봉사는 무엇입니까?
A 봉사는 아니지만 최근 한달 중에 실천한 것은 친구들이 수능을 치기 전 과 수능을 친 후 대학교 면접을 하러 간다고 많
이 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하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 봐주시는데 선생님에게 가기전에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연
습을 해줍니다. 저는 친구들이 먼저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면접
을 다녀온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너 덕분에 잘하고 왔다며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Q3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사자성어, 속담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한 질문 이여서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사자성어, 속담을 열심히 공부하여 저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A 비록 동서대 치위생학과를 지원할 때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동서대 치위생과에서 20학번을 맞이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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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면접대상자 1명이 진행하는 면접이고 생기부를 기반으로 질문합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Q2

본인의 장점 말고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Q3

본인의 꿈이 IOI 마케터인데, IOI 기술을 어떻게 마케팅과 접목시켜야 할까요?

Q4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Q5

체육대회 같은 공적인 행사 외에, 사적으로 본인이 성장한 적이 있을까요?

Q6

영어능력이 3학년 때 갑작스레 올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어 등급 향상 이유)

Q7

동아대학교 마고도 다른 대학교도 넣었을 것인데, 다 붙으면 어디 갈 것 인가요?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 생기부를 자주자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블라인드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시간 1분 남으면 밖에서 노크 한번, 시간 다 끝나면 노크 두 번 해주심)

질문 및 답변
Q 시작 전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들 (밥 먹고 왔나, 어떻게 왔나, 학교 어떻나 등등)
A 열심히 답함.
Q 다른 학생들보다 봉사활동 시간이 눈에 띄게 많은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1학년 때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했고 거기서 학교 활 내내 열심히 한 이야기를 했음.
Q 출결은 조금 아쉽습니다. 1~2학년 때 출결이 안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저의 진로희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학년 중반부터 꿈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반면에 1학년과 2학년 초반에는 진로에 대
한 고민을 하면서 방황 아닌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
Q 그렇다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원동기와 함께 말해보세요.
A 2학년 2학기 때 @@@강연을 듣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와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져 스포츠 마케터란 꿈이 생겼고
~~~~(준비한 지원동기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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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 그럼 꿈과 관련하여 그리고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활동한게 뭐가 있나요?
A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여기서 바로 말 끊기고 질문 받음)
Q (하는 말 끊고) 보통 학생들 그런거 잘 안할텐데 왜 한거에요?
A 다른 친구들 보다 늦게 진로를 정하고 꿈을 찾은 만큼 기초적인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
Q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이 책을 왜 읽었고 읽고 느낌이 어땠는지 말해보세요
A 국어시간 수행평가 때문에 읽었고 기성세대와 지금 학생, 청년세대의 가치관 차이,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의 차이를
말하면서 느낀점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했음
Q 경제 관련 책도 많이 읽었는데 제일 좋았던 책 하나 설명해줄래요?
A ‘나는 축구로 경제를 배웠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
Q 마지막으로 할 말 해보세요
A 준비한게 없어서 그냥 뽑아만 주신다면 10년 20년뒤에 동아대 유명인 하면 제가 떠올려질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함
(질문 1~2개 더 받았는데 기억 안나서 여기까지)

기타 유의사항
편안하게 해 줄려고 교수님들이 노력 많이 해주시니깐 떨지 말고 면접 잘 봤으면 함. 준비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처 빠르
게 해서 준비한 내용하고 잘 섞어서 말하면 됨. 생기부에 있는 것만 질문하니깐 생기부 열심히 보시고 세특 질문은 하나도 안함.
잠 많은 사람들 아침 시간(8시) 면접 잡히면 그냥 부산에서 하루 자고 면접 보길 바람. 집합 시간 조금 늦을거 같다고 포기x 8시
10분 집합인데 대충 9시까지는 받아줬던 거 같음 늦어도 그냥 최대한 빨리 들어가 보기 첫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봐 주는거 같음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관광경영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 기반 질문 / 면접관 2 : 수험생 1 (10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이멀젼데이에서 호텔 상황극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하자면?
A 제가 호텔 쪽을 꿈꾸고 있어서 그런지 더 열심히 참여~~, 원어민 분과 손님과 호텔리어 상황을 바꿔가면서 ~~~~

Q3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데, 독서를 많이 하게 된 계기?
A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독서를 많이 강조하셔서 그때부터~~

Q4

3학년 때 선행상을 받았는데, 받은 이유?
A 학기초에 친구들이 함께 친해질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
반에서 비타민 같은 역할~~, 선생님께 예의바르게~

Q5

동아대학교에 궁금한 점?
A 동아대학교의 평생지도교수제라는 것에 궁금증이 ~~

Q6

마지막 할 말?

울산광역시교육청

- 418 -

∙ 동아대 ∙

기타 유의사항
면접봤던 학교 중에 제일 분위기 좋았던 학교 !! 분위기는 걱정 안하고 가도 될 것 같음.
다른 학과는 교수님들이 엄청 크게 안녕하세요~~~반가워요~~~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 매우 화기애애하고 교수님들
이 너무 친절하셔서 동아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긴장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실제로 긴장이 안 됨!! 너무 좋았
습니다.
하지만 일찍 집합하는 것에 비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지쳐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 / 면접관 2명

질문 및 답변
Q 동아대에 지원한 이유는?
Q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Q 과학 분야 성적이 좋네요.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Q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은?
Q 동아리 활동에서 한 것 중 기계공학과에 관련된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수험생 1명, 면접관 2명
블라인드 면접 (수험번호 대신 임시번호로 면접 실시, 교복착용X)
10분의 면접시간 (9분 경과 시 노크 한 번, 10분 경과 시 노크 두 번으로 신호를 보내줌)

질문 및 답변
Q 학교의 첫 인상?
A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진 듯한 풍경이라 공과대학의 느낌이 물씬났습니다.
Q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교내 화학동아리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리더십과 탐구력을 갖춘 미래의 자동차 연구원입니다. 2학년 지구과학 시간에 환
경오염 단원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를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를 연구개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이루고자 저는 기계공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 웬만한 대학교에는 다 기계공학과가 있는데 왜 우리학교에 지원했나요?
A (기억나지 않음)
Q 기계공학과의 주요 학문?
A 물리와 화학,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Q 화학 성적이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좋지 않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A 즐겨하던 지구과학의 성적이 좋지 않자 이에 치중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간 배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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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기억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강당에 모여 3명씩 면접 대기실로 이동하며 임시번호 순서대로 진행됨.

전

형

지 원 학 과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도시계획공학과

질문 및 답변
Q 봉사가 많네?
A 학교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나둘씩 하게 된 것이 모여서 크게 된 것 같다.
Q 기억에 남는 봉사
A 청소년 참여 위원회 활동을 하며 청소년 예술제 스태프 활동을 하다 예술제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스탭 친
구들과 탐구함. 그 결과 그날 오전에 대학박람회에 가느라 못 왔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다음 행사부터는 다른 행사들도
고려해서 홍보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음
Q 지원동기
A 중학교 때 여행을 하며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서울스토리 라는 책을 읽으며 도시에 더 관
심을 가지게 됨.
Q 졸업 후 진로
A 대학생활을 하며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대학원 진학 후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음.
Q 성적상승
A 아이러니 하게도 1학년때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해도 잘 안되는 것을 보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주변의 어른들께서 공부
도 정체기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니 성적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Q 진로를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
A 3번과 같다고 함
Q 도시계획의 정의, 뭐 배우는지 아는대로 말해보세요.
A 부동산, 계획 등을 말함. (대충 이야기 했는데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안도함)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미술학과

면 접 방 법

1시간 아이디어스케치 한 후, 스케치한 자료를 학교생활 기록부와 함께 면접 자료로 활용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A 아이디어 스케치 설명
Q1

학교생활에서 힘들었던 점은?
A 친구랑 다투고 편지로 내 마음은 이렇다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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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잘 풀렸나?
A 네 잘 풀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점이 풀리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Q3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인가?
A 저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이야기를 더 들어주려는 친구입니다.

Q4

왜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은가? 미술치료사란?
A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고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저에게는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부스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난 미
술치료사 분을 통해 저의 마음도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어 치유할 수 있어 미술치료사란 직업은 참 좋은 일입니다.

Q5

마지막으로 할 말이?
A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동아대에 오고 싶다는 열정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분자유전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 블라인드 면접 /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장 풀고 시작합시다. 숨 크게 들이 마시고 뱉으세요. 긴장해서 준비한 거 다 못 말하고 나가면 서
러우니까.
Q 3년 동안의 성적을 그래프로 보았을 때 2학년 때 살짝 하락했다가 3학년 때 다시 올라갔네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생기록부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성적에
는 신경을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었고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성적 상승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껴 공부
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그 결과 성적이 조금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Q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지구 과학과 생명 과학을 좋아합니다. 자연의 신비에 대해 알아가고 탐구하는 과정이 제 흥미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Q 영어 과목의 성적이 좀 낮은데 그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웠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과정이 조금 귀찮게 느껴져서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수상경력에 강남 인재상을 받았다고 나와있는데 이 상은 무엇이며 본인이 이 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그 상은 선생님께서 평소의 행동을 보고 몇 명의 추천인을 올려서 그 중에서 받는 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받
았을 때인 2학년에는 제가 학급 부반장을 맡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꾸준히 챙겨주고 반장과 함께 반을 열심히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그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Q 진로 희망사항이 점차적으로 세부화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A 생명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며 여러 실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
차 진로를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봉사시간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네요. 했던 봉사 활동 중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과 그로 인해 얻게 된 것을 말해
줄래요?
A 저는 1학년 때 했던 온새미로 봉사 활동이 가장 의미있었습니다. 정신 지체 장애인 분들이 지내고 계신 태연 학교에 가
서 그 분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공연 준비 및 관람을 했었는데요. 활동을 하며 잘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었던 정신 지체 장애인 분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 분들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한 사람인 것을 깨
달았습니다. 그 결과 심리적인 거리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마지막 봉사활동에서는 눈물도 조금 흘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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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과에 들어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A 저는 바나나의 병인 파나마병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Q 오 그걸 알고 있네요?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A 원래 수입해서 들어오는 바나나의 품종은 그로 미셸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품종은 푸사리움 박테리아에 의해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치료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로 미셸보다 덜 달고 더 빨리 무르지만 병에 대한 저항
력이 있는 캐번디시 종으로 수입되는 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푸사리움 바이러스의 변종인 TR4가 나타나는 바람에
캐번디시 종도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Q 바이러스보다는 균이죠 곰팡이균. 기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보았나 보네요. 혹시 그렇다면 치료를 할 수 없는 현재 이유
에 대해서도 기억나나요?
A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식용으로 바나나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바나나 속의 씨앗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세대를 넘어가
며 자연적으로 저항력이 생기는 확률이 사라졌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말도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개량을 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져 병에 대한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Q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꼭 이 학과에 합격해야한다는 이유를
어필해주세요.
A 저의 진로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학과입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성명과 출신학교, 수험번호 등을 이야기하면 안된다. 정말 많이 긴장했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이야
기하려 노력했고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다. 확실히 면접실의 분위기는 수험생 본인이 만드는 것 같다. 최대한 밝게 대답한 것 때문
인지 딱딱한 면접보다는 면접관님들과 웃으면서 관심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하듯 면접을 보고 나왔던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을 준
비해가지 못해서 나오는 말을 아무렇게나 뱉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에 어필할 수 있는 말까지 준비
해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사회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관 2 : 지원자 1 / 2. 생기부 기반 면접 / 3. 10분 면접 (9분에 노크 한 번 10분에 노크 두 번)
4. 체육관에서 대기, 면접실 앞에서 4인 1조 대기 / 5.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 양성평등 글짓기 상 주제는 학교에서 정해줬나요?
A 학교에서 정한 몇가지 주제중에서 골라서 글을 작성하였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가정,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Q 본인이 학생회 활동과 반장을 할 수 있었던, 인성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A 실천의 자세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본인한테 가장 의미 있는 상이 뭐예요?
A 백합인재상이며 2017년 당시 사회적문제인 층간소음과 과학적 원리를 결합해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창틀과 방충
망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소논문으로 작성해서 자기추천부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상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Q 봉사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A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학교생활에 충실해서 자연스럽게 봉사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내 봉사 위
주로 하고 교외 봉사는 관심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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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회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예요?
A 전교학생회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이 참여하는 회의를 자
주 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Q 교칙 개정은 어떤 거예요?
A 오래된 교칙을 바꾸거나 삭제하고 학생편의를 위한 새 교칙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Q 사회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A 사회학자에 사전적 의미는 인간공동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는 뭐예요?
A 고령화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서 복지문제와 경제적 난관이 예상되고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저는 아직 새싹과 같은 학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아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
습니다. 그 뿌리를 동아대학교 사회학과에 내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블라인드 면접 복장은 대부분 편하게 입는 분위기였음.
2. 대기 시간에 본인이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음.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생명과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 학생1 로 진행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생명과학2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A DNA복제 과정에 대한 내용

Q2

동아대 생명과학과 홈페이지보고 느낀 점?
A 배우고 싶은 전공과목인 바이러스학, 면역학을 토대로 답변함.

Q3

동아리에서 기억에 남는 실험?
A 소화제 관련 실험과정에서 있었던 일 답변.

Q4

창의융합사고력대회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
A 골지체 많은 세포를 3가지 적어야하는 문항을 어떤 사고와 발상을 가지고 풀었는지 답변.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매우 친절하시고 많이 알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심.
괜히 생2 1등급이 아니라고 함. 면접을 10분 더 하고 싶다고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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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식품영양학과

면 접 방 법

시청각실 같은데 다 모여서 학과별로 앉은 후 수험표 확인 및 휴대폰 제출.
면접 시간이 되면 4, 3명씩 줄 서서 다 같이 면접장으로 이동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림. 면접 안내원분이 노크해 줌.
들어간 후 9분이 되면 노크 한 번. 10분되면 노크 두 번 함.

질문 및 답변
Q1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한 동기
A 1등으로 급식을 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갈 만큼 먹는 것도 좋아하고, 식품에 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식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특정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아파서 뒤늦게 치료하는 것이 아닌 미리 질병으로부터 예방 할 수 있도록 식단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고 싶어 영양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00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관련 전공지식을 더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간호사에서 영양사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A 진로에 대해 막연히 고민하던 때, 단순히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호사를 희망하였습니다. 질병을 치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건강하게 미리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제겐 더욱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영양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Q3

다른 학교도 많은데 동아대에 들어온 이유
A 동아대 식품영양학과는 최우수 학과로 선정 될 만큼 최고의 학과여서 저도 다른 대학교에서 하는 것 보다 최우수 학과인
동아대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동아대에 지원하였습니다.

Q4

가장 인상 깊은 책
A 이재성의 식탁보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그 중에서 몸살감기를 빨리 낫는 식품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

Q5

봉사활동이 많은데 가장 뿌듯했던 봉사는?
A 가장 뿌듯했던 봉사는 아동센터에서 봉사한 것입니다. 아동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콩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편식이 습관화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 콩 옮기기 놀이, 콩으로 모자이크 놀이 등을 하고, 콩이 들어간 음식들을 알려주며 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릴 적 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는 활동을 하며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활동이라 저에겐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Q6

학생회 차장 역할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A 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아이스버킷챌린지 활동을 한 것입니다, 학생과 제자간의 배구 대결, 공연 등을
주최하여, 경기입장권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기부금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오직 재미만을 위한 아
이스버킷 챌린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루게릭병에 대해 설명해주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저 또한 왜하는지 몰랐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행동이 루게릭병 환자들에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의미 있
고, 학생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낸 활동이라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Q7

수능이 끝나고 시험에서 벗어나 긴 방학이 되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 인지?
A 저는 면접이 끝난 뒤 한식조리자격증을 딸 것입니다. 영양사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00대의 백종원! 이 되고 싶습니다 백종원님이 한 분야를 빠삭 하게 알고 있듯이 저도 00대에서 식품영양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싶습니다. 00대의 백종원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참 좋것쥬?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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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3번째로 들어가서 그런지 기본질문만 물어보셨고, 면접관은 두 분이시고, 한 분이 질문을 하시고 다른 교수님은 잘 들어주셔서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언제 면접 끝날지 시간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모두모두 파이팅
하세요!
* 면접시간 다 돼서 가면 차가 막히니까 30분전에 가는 게 느긋하게 갈 수 있어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오전 면접, 오후 면접이 있었는데 나는 오전 면접이어서 8시 15까지 동아대학교 교수회관에 집합해야했음. 그
리고 내가 오전 면접 중에서 가장 뒷 번호여서 4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면접을 봄.
면접관 두 분이랑 나 1:2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요?

Q2

아침에 뭐 먹고 왔어요.

Q3

잘 먹고 왔네. 그럼 면접 잘 봐야겠네. 그럼 이제 면접 시작할게요.

Q4

신소재공학과 지원동기 들어보기 전에 학생부 진로희망을 보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화학 관련한 직업인데, 왜 갑
자기 재료(소재)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게 된 건거고, 신소재공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세요.
A 3년 동안 화학에 관해 꿈꿔웠지만, 2학년 때 진로희망을 보면 환경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래를 주도할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을 뒷받쳐주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친환경적인
신소재를 개발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5

(꼬리질문) 그럼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가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A (- 대충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안남)
저는 투명한 태양전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태양열, 태양광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태양전지를 자동차의 창문이나 건물의 유리벽에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다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6

(꼬리질문) 그런 걸 어디서 알게 되었어요?
A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에 관련된 책들이나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Q7

수상을 많이 했네, 여기서 기억에 남는 활동 있어요?
A 제가 3학년 때 받은 과제연구 발표 대회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동아리가 ------------

Q8

다른 학생들 보다 독서를 많이 했네.
A 네. 저희 아버지께서 책을 많이 읽으셔서요.

Q 아~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A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경제나 역사 관련된 책을 즐겨 읽으시는데, 자꾸 그런 책을 추천 하시 길래, 저
는 그런 쪽은 관심이 없어서 소설 위주로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전공 관련된 책보다는 소설 같은 이
야기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Q 그럼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 한권 소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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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래 투명한 태양전지랑 관련된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학생부에 적혀있질 않아서 급하게 거기서 생각해냄)
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미국에서 나
오기 때문에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주인공들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꿰뚫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끝이 나기 전까지도 자신의 감정에 혼동이 오고 갈팡질팡하는 점
이 이 책을 몰입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줄거리는 딱히 특별한 것은 없지만 현실세계의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Q9

지금 내가(면접관) 교과세특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을. 근데 물리를 배운 기록이 없네.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물
리는 필수인데 어떻게 공부할 예정 이예요?
A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준비해감.)
저희 학교에서는 공학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물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참여할 예정
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Q10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도 있었을 건데 좋았던 점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나빴던 점 한 번 말
해줄래요?
A (학교 생활하면서 의미 있던 일, 좋았던 점만 생각했어서 안 좋았던 일 나왔을 때 당황함. 그래서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대답함)
저는 1학년 때 영미 문학 스피치콘테스트를 참가했습니다. 영어로 발표를 해야 했었기에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다음 해에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시험기간과 겹쳤기 때문
에 대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점이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Q11 대학에 오면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
Q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을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면접관분들이 최대한 호응을 많이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려는 모습이 보임. 그래서 면접이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음.
다른 학과 면접이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면접관들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진행하였음. 그 정도로 엄청 편안하게 해줌.
10번 질문을 받고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라는 태도로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해줌. 갑자기
당황해도 너무 서두를 거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함.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3인 1조로 면접장으로 이동해서 입구에서 대기함. 한 명씩 들어가 면접을 보고 나머지 학생은 면접장 밖에서
대기. 2명의 면접관이 1명의 학생과 블라인드 면접 실시함.

질문 및 답변
Q1

우리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뭐에요?
A 저는 고등학교 학업 중에 화학이라는 과목에 매료 되었습니다. 그 중 탄소동소체에 대해 배울 때 가장 관심 있게 공부했
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저는 유연하고 단단하며 전기전도성까지 있는 특이한 소재인 그래핀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미
래에 그래핀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래핀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분야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소형화면에 적용된 것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그래서 저는 최초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대형화면에 적용시키고 이를 상용화 하는 사람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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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수상경력에 천상올림픽 화학부분에서 장려상 수상한 게 눈에 보입니다. 무슨 대회였습니까?
A 과학탐구 4가지 과목의 문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고 서술하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
고 좋은 결과를 얻어 기뻤습니다.

Q3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A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해준 화학이고 싫어하는 과목은 딱히 없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성적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하려다보니 시간분배를 실패한 것 같습
니다. 물론 제가 화학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시간분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줄이고자 수능시험 이후에도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Q4

대학교에 와서 학업 이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A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취미활동을 많이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저의 취미와 비슷
한 사람들이 있는 동아리에 들어 많을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Q5

마지막을 하고 싶은 말은?
A 저는 동아리에 들어서 여러 활동을 하며 지, 덕, 체 모두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꼭 저를 뽑아 주세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신소재물리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4인 1조로 대기하면서 1명씩 들어가면서 면접을 진행함.
면접시간은 10분, 끝나기 2분전에 한번 노크를 해줌.
학생부 관련 질문과 자기 진로와 그에 대한 노력과 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함.

질문 및 답변
먼 길 오는데 고생했다고 먼저해주심. 웃음으로 맞이해주시면서 면접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심.
Q1

신소재물리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보시오.

Q2

자신의 생기부에 적힌 진로에 대해서 한 활동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Q3

교과 관련 성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Q4

현대사회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주장해보세요.

Q5

만약 이 학교에 오게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가?

Q6

봉사활동을 한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봉사활동과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Q7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동과 만약 활동 중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 그 점을 말하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
해보시오.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타 유의사항
학생부 관련 자료를 유의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만 면접에 잘 임할 수 있음.
항상 웃는 표정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시사 관련 지식과 교과 관련시식도 나올 수 있어서 준비를 해서 갔지만 면접에서 질문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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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형

지 원 학 과

아동학과

면 접 방 법

지원자 4명 씩 한 조로 묶어서 한 명씩 들어가서 보는 면접임
교수님 2명 지원자 한 명 면접을 봤음
교수님 두 분께서 번갈아가시면서 질문을 하였음 !!
면접시간은 10분을 주었음 블라인드 면접이라 가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옷에 붙이고 들어감

질문 및 답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긴장 풀으라고 몇시에 왔냐, 밥은 먹었냐, 혼자왔는가 등등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질문을 하시구
시작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Q1

수상경력중에 인성학예행사 상을 세개나 받으셨는데 그 중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 인성학예행사는 무엇이였으며 자신
이 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A 인성학예행사 중 감사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평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편지로 쓰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평소 죄송했던 마음과 고마웠던 것을 부끄러워 말로 전하지 못 했던 것을 글
로 진심을 다해 썼습니다. 그것을 본 선생님께서 감동을 먹으셨는지 저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나도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모른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그대로 내뱉어버림.)

Q2

봉사활동을 보면 교외활동은 별로없고 나머지는 다 교내활동을 하셨던데, 특별하게 교내활동만 하셨던건가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네 저는 교외활동또한 중요하지만 교내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싶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저는 안전선도단과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선도단을 지원 한 이유는 선도단은 누군가를 바른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모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였습니다

Q3

자율동아리발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과 왜 특별히 수상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희는 동아리활동을 하게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시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위탁과
서로의
가지는

Q4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cctv설치의무에 대한것과 사립유치원 민간
유치원의 비리문제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동아리활동 중 서로 여러가지 기사에대해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입장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동아리활동에 열심히 임하였으며 매번 기록을 남기며 만남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 이런식으로 하여 뭐 열심히한 기록을 보고 상을 받은 것 같다 라는식으로 대답함

성적에 관해서 질문할게요. 2학년 때 까지는 성적이 올라갔다가 3학년 때 떨어지셨는데 평소 성적관리를 위해 어떤 공부
방법이 있었었나요?
A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난 후 ebs 강의를 듣고 노트에 정리를 하여 복습을 하였습니다 등등 ~~~ 그러나 꾸준히 못 하였
던 것 같습니다.

Q5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사가 되고싶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훌륭한수업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직접 교구를 만
들며 교감을하여 더욱 더 성숙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사가 되고싶습니다!! (이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과 당당한모
습을 보여줘야함!!!!!! 필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꼭 다 하고나오세요.)

기타 유의사항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꼭 생각하고 가며 !! 성적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위주로 질문 생각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좋음 !!! ( 다 못 해서 후회하는 중 ) 그리고 너무 떨리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뱉어 마무
리말만 잘한다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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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 10분 소요, 생기부 기반 질문 대다수

질문 및 답변
Q1

학급부반장을 했는데, 자신이 선출된 이유는?
A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아 부반장에 선출된 것 같다.

1-1. 그러한 이유만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부반장 선거 공약으로 어떤 것을 내세웠나?
A 친구들을 위해 발 벗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하였고, 고민 상담을 해준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Q2

영어 자율동아리 ‘카누’에서 했던 활동은?
A 여러 영허활동 중 ‘영어 스피드 퀴즈’ 활동을 했다. 제한 시간 안에 영어로 된 단어를 영어로 설명해야하는 것은 힘들고
막막했지만, 설명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을 활용하는 응용력을 기르게 되었고 어휘력도 높이게 되었다.

Q3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A 자신과 학생 모두 서로 배울 점이 있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동아대학교의 바게트 빵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의생명공학과

면 접 방 법

1대2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성적이 오른 이유
A 1, 2학년 때는 목표가 없었는데 3학년 때 목표가 생겨 공부를 열심히 함.

Q3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A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하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며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감염성이 더 크다는 차이점이 있습
니다. 이 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일단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DNA, RNA
중 하나만 가지는데 숙주세포에는 바이러스가 이용할 유전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내에서 증식을 합
니다. 하지만 세균은 DNA, RNA 둘 다 가지고 있어 숙주세포 내의 환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을 한다는 차
이점이 있습니다.

Q4

이기적 유전자 책
A 유전자는 자연선택설에 의하여 생존에 유리하게 변화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
제로 이기적 유전자는 이타적 작용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협동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따지면 이기적 유전자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읽었던 책들과는 다르게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어 매우 신선하였으며 이 책으로
인해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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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생명과학 기억 남는 활동
A 거점형 고급생명과학, 비록 심장이 멈춰져있는 상태로 실험을 하였지만 동물을 주제로 하는 실험을 처음 해보았기 때문
에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돼지의 심장을 해부하면서 돼지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심장의 판막과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근육이
많이 두껍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6

봉사
A 1학년 때 텃밭을 가꾸었던 경험으로 2학년 때 마을공동사업 부스운영을 도왔습니다. 저는 평소 동식물에 관심이 많아 다
육이를 심는 부스를 담당하였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민분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주었다
는 깨달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
사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면접 10분) / 강당에서 대기하다가 5명씩 면접실에 가서 복도에 대기하다가 면접을 봄.

질문 및 답변
Q 수상경력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수상 활동 있나요?
A 제가 과제연구라는 대회에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 구현’ 이라는 주제로 산출물을 제출해 본 바
있습니다.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러 센서들을 프로그래밍하여 스마트 홈
과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냈습니다.
Q 뭐 느낀점 없나요?
A 명령어 몇 가지에 의해서 작동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실생활에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Q 삶의 멘토 같은거 있나요?
A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Q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A 제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많은 노인분들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노인분들 약먹는 시간을
챙겨드리는 등의 봉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코딩을 배워 본적이 있나요?
A 네. 저희 학교는 정보시간이 따로 있어서..
Q 이수한 교과과목에 고급수학이 있는데 방과후에 한 것 인가요?
A 아니요. 정규수업이였습니다.
Q 어떤 것들을 배웠죠?
A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행렬과 상평형 곡선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혼잣말: 오 진짜 고급수학에 대해 배웠네~~)
Q 이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A 네. ‘고진감래 c언어’ 라는 책인데 이책을 통해서 c언어의 기본적인 운영체제와 코딩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알
고리즘 예제를 직접 풀지는 못하고 해설을 보고 풀어보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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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이 말하는 것과 생기부를 보면 컴퓨터 공학과가 더 잘 맞는데 왜 전자공학과 지원하셨어요?
A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고 싶어서 컴퓨터공학과 보다는 좀더 넓은 전자 공학과에 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려면 전자공학과가 맞지 그런데 다른 학교는 컴공도 넣었지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2명의 면접관이 1명의 학생을 상대로 질문
9시까지 회관 강당에 모였다가 2명씩 면접실로 이동 후 면접실 앞에서 대기후 입장
블라인드면접으로 진행(이름, 학교, 가족관계. 수험번호등 언급불가)
수험표, 신분증 확인 후 가번호 배부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학과에 지원하게 된 지원동기
A 로봇공학 진로체험을 통하여 전자회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소인수 수업 물리실험 수업을 이수하며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직접 만들어 보며 전자공학과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음.

Q2

성적이 점점 하향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실험이나 경험을 통한 지식에 관하여 흥미가 많았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음

+ 대학에 진학 후 학문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
Q3

대학에 진학한 후 향후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Q4

인생의 맨토가 누구인지, 그 이유

Q5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코트를 입고 갈 경우 가번호 스티커가 코트에 잘 붙지 않음. (옷핀이나 새 스티커를 달라고 요청하기)
교과 질문 보다는 생기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함.(자신의 생기부는 모두 숙지할 것)
강당에서 대기할 시 생기부나 면접 준비 자료를 볼 수 있음.(면접실 앞에서 대기할때는 X)
면접 전 서약서를 작성함.(볼펜 준비)
강당대기 시 시계가 없음.(아날로그 시계 준비)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조경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들어가서 원하는 자리에 앉음.(면접연습을 한다고 종이를 챙겨가지만 잘 안 봄.)
신분확인을 하고 입학사정관의 설명을 들으며 기다림.
조경학과는 스케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자신의 가 번호가 불리면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 스케치실에 들어가 당일 주제를 듣고 스케치함.(1시간동안
그려야 함.)
면접은 2:1로 시간은 10분 동안 주어짐.
다 끝나고 오전반은 오후반이 들어오기 전까지 스케치하는 사람들만 다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됨.(빵과
우유 먹으면서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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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이 길어서 영화를 보여줌.(최신영화 틀어줌. ex) 엑시트, 라이온킹 실사판)
대기시간이 다 되면 자신의 물건 찾아서 가면 됨.

질문 및 답변
Q 우선 스케치를 토대로 2분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A (매년마다 주제가 달라서 자신이 그린 스케치 아이디어를 편하게 말하면 됨.)
Q 자리에 앉아주세요. 스케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님 이것을 한다고 준비했나요?
A 네? 아니요. 당일 주제를 발표한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고 바로 그렸습니다.
Q 8일 동안 병결이 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결석을 했나요?
A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 늦게까지 학교에 있다 보니 적응을 하지 못해 받은 스트레스로
장염을 심하게 걸려 결석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한번은 노로 바이러스에 걸려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원을 하게 되었
습니다.
Q 조경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왜 동아대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같이 역어서 말해줄 수 있어요?
A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과과정을 찾아보니까 설계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원 설계 꿈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제 3의 국가정원 설계와 제작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공수업 들어 설계 실력을 높
여서 구체적으로 설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 조경진로를 동아대학교에서 키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실용융합탐구대회에서 수상한 상이 2년 연속이나 있는데 어떤 활동이고, 자신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A 실용융합탐구대회는 과학의 날 맡이 하여 활동한 대회입니다. 저는 2학년 때 실용융합탐구대회 활동 기억에 남는데요. 2
인1조 A4용지 풀 없이 튼튼한 구조물 만들기를 주제로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구조물을 만드는 원리로
단면적을 이용하여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원으로 제작하자는 것으로 구조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외형
디자인을 직접 맡아 하였고, 책 테스트 성공하여 장려상 수상하였습니다. 협동심을 기르는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새
로운 일 도전하는데 자신감이 생긴 계기가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Q 와. 봉사시간이 206시간이나 있네요. 면접하는 학생 중에 최고기록인데요. 봉사를 하면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방
해가 된 것 같은데.
A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청소년참여위원회로 1달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가서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동
아리 활동으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달에 1번 정기적으로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실험교실로 공부에 지장이 되지
않고 봉사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아 그렇군요. 저는 무슨 봉사학교인 줄 알았어요. 봉사시간이 너무 많아서.
A (다 같이 웃음)
똑(8분을 알리는 노크소리)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A 동아대 조사하다보니 환경조경대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대 조경학과가 수상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동아대
조경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환경조경대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많은 경
험하면서 폭풍성장을 할 것입니다. 저의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여 조경설계 꿈을 이루기 위해 동아대학과 조경학과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환경조경대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곤 하는데 우리 기회가 된다면 꼭 거기서 봤으면 좋겠어요. 꼭 꿈을 이루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A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함. 화기애애하지 않으면 자신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면 됨.(거의 대부분 분위기 좋습니다.)
2. 오르막길과 계단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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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기기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면접 준비 한 것을 프린트를 해서 가는 것이 좋음.(전자기기를 들고 갔을 경우 수거하여 집 갈
때 돌려줍니다.)
4 출결에 예민한 것 같음.
5. 꼭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임할 것!
6. 동아대학교는 얼마나 간절히 입학을 원하느냐를 답변을 통해 판단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음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중국어학과

면 접 방 법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면 학과마다 자리가 나뉘어져 있음. 자리에 앉으면 블라인드면접 서약서 쓰고 출석 체크
한 다음 전자기기 제출함. 그리고 가번호를 나눠주고 왼쪽 가슴에 붙임. 그리고 시간되면 4명씩 조를 짜서 윗
층으로 올라감. 한 명당 10분씩 면접 진행함.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2명 있음. 모두 노트북을 하나씩 가지고 있
으며 노트북을 보면서 면접 진행함. 면접 끝나면 전자기기 받고 귀가하면 됨. 평일에 진행했던 면접이었기 때문
에 나갈 때 면접확인증 요구하면 줌.

질문 및 답변
Q1

점심은 드셨나요?
A 네, 먹었습니다.

Q2

많이 긴장되시나요?
A 네, 많이 긴장됩니다.

Q3

편하게 앉으세요^^
A 넵.

Q4

교내, 교외 매우 많이 하셨네요?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가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였나요?

Q5

정기적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수능 끝나고도 갔나요?
A 아니요, 수능 끝나고는 가지 못했습니다.

Q6

그면 앞으로도 계속 갈 껀가요?
A 네, 앞으로도 계속 갈 의향입니다.

Q7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가요?
A 진정한 봉사는 소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생략)

Q8

요양병원은 자발적으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지정해준 건가요?
A 제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잡아서 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요양병원 봉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꾸려
서 매달 자발적으로..(생략)

Q9

중국과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 소개해주세요.
A 저는 ‘문화로 보는 중국’이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서술해놓은 책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경극 문화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생략)

Q10 2학년 때 중국어 수업을 들으셨는데 관심이 있어서 선택한건가요?
A 네. 중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11 1학년 때부터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나요?
A 아니요, 1학년 때는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다가 2학년 때 중국어 교과시간을 통해서 본격
적으로 중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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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독서토론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서 배우거나 느낀 점?
A 독서토론은 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 제가 주장했던 의견이 소수의견이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생략) 소수의견도 다수의견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Q13 독서토론 활동이 그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활동이 아니지 않나요?
A 1, 2학년 때는 한 책을 가지고 찬성,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였고. 3학년 때는 문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모
여 각자 관심 있는 문화로 독서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Q14 그면 독서토론 활동에서 사용한 책들은 선생님들이 정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학생이 직접 정했나요?
A 저는 학교도서관이나 가까운 도서관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선정하여 활동하였습니다.
Q15 오늘 한 면접을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A 생기부 기반으로 정확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잘 한 것 같지만 제가 얼마나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는 잘 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Q16 그면 중국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보여 주세요
A 저는 중국어 교과시간을 통해 중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이런 관심은 2년간 중국어 동아리 활동과 독서토론 활동들을
하면서...(생략)
Q17 2학년 때 중국어 등급이 좋지 않네요..? 학생보다 중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점 만큼은 강
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해보세요.
A 저는 다름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강점이 있습니다. ..(생략)
Q1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어필 한번 해보세요.
A 제 좌우명이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낫다’입니다. 누구나 중국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 관심을 동아리 활동, 독서토론과 같은 활동으로 실천해나가기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생략)

기타 유의사항
화장실 가고 싶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동아대 홍보대사 분들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줘서 딱히 유의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중국어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명 학생 1명 10분 면접

질문 및 답변
Q 가장 의미있던 동아리활동은?
A 고등학교 2학년때 활동했던 영자신문동아리가 의미 있었습니다. 모둠원 친구들과 함께 신문을 스크랩하여 요약하고 모르
는 단어들을 찾으면서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Q 감명 깊게 읽은 책은?
A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중국을 읽어주는 중국어교사모임에서 지은 지금은 중국을 읽을 시간입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골라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이유는 중국의 사소한 것까지 알지 못하
였는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중국인의 목소리가 큰 이유입니다. 중국 사람
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고 중국어의 사투리는 표준어인 푸퉁화보다 억양
과 발음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웠습니다.
Q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A 합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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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로가 비행기 승무원인데 중국어학과에 온 이유는?
A 저의 진로가 비행기 승무원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때 중국어를 배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깊게 공부를 하고 싶
어서 동아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중동 항공사에 들어가고 싶나요?
A 중동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중국 승객분들은 있으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천천히 얘기하기
긴장하지 말기 (교수들은 다 웃으면서 들어줌)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당당하게 말하기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중국일본학부

면 접 방 법

교수 2 : 학생 1 / 10분 동안 면접 (9분에 노크 1번, 10분에 노크 2번)
승학캠퍼스 경동홀에 집합-4인 1조로 면접실 앞에 가서 대기

질문 및 답변
긴장 풀어 주는 질문 해 주심 분위기 화기애애해짐
Q 노인 복지회관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녔는데 어떻게 다니게 된 거예요?
A 1학년 때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니게 된 것 같다. 봉사활동 다니면서 느낀 점 말함
Q 일본어 관련 수상이 많은데 공부 어떻게 했어요?
A 처음에는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일본어를 접했습니다. 단어 위주로 먼저 공부를 했고 자막 없이
알아듣고 싶다는 생각에 본격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참가했던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 덕분에
일본어 실력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아 그거 물어 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해줬네요.
A 정말요? (웃음)
Q 국제교류 활동에서 통역이랑 사회를 봤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A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일본어 실력이 높았어서 그런지 선생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셨고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그럼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얻게 된 점이랑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해 줄래요?
A 먼저 힘들었던 점은 제가 아무래도 한자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글을 읽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한자 실력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위해 일본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노력했고 이
를 통해 얻게 된 점은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점인 것 같습니다.
Q 음 왠지 말투에 일본어를 하는 느낌도 나고~
(엄청 당황... 아나운서 목소리 들은 적이 없어서...)
Q 음~ 일본어나 다른 비교과 성적은 되게 좋은데 수학 성적이 많이 부족해요. 수학 성적이 떨어진 이유랑 대학에서 이런? 일
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A 아무래도 2학년 때까지 예체능 입시를 준비했다 보니 수학 성적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진로가 바뀌고 떨어진 수학
성적을 다시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뒤쳐진 성적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과 차별
화된 성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일본어와 다른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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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 진짜 3학년 때 성적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3학년 때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A 명확한 목표가 생겨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를 한 것 같다? 기억 잘 안남
Q 진로 희망이 3학년 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A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진로 희망이었던 얘기함. 하지만 2학년 때 실시했던 일본 고베 고등학교와의 국제 교류 활동은 제
인생의 반환점이 되었습니다. 뒤에 기억 안남..
Q 독서한 것 증에 나한테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책인지 말해줄래요?
A ‘반전이 있는 동아시아사‘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일본만 생각하던 저에게 넓은 시야
를 가지게 해 준 것 같습니다.
(9분 노크 들림)
Q 괜찮아요~ 긴장하지 말고 대답하면 돼요~ (웃음) 아니면 조금 간추려서 대답해 줄래요?
A 네! 뒤에 대답 기억 안남
Q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간추려서 대답해 볼래요?
(질문 끝나자마자 10분 노크 들림)
A 그럼 조금 빨리 말해도 될까요?
Q 네~ 당연하죠
A 준비해 갔던 말 함
Q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 교수님들께서 엄청 호응도 잘해주시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심, 대답할 때도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고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분위기 좋으니까 긴장 안해도 돼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느 학교든 준비하는 게 좋음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중국일본학부

면 접 방 법

2:1 생기부 기반 면접 (10분)

질문 및 답변
Q1

다른 학년에 비해서 1학년 때 외부 봉사활동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Q2

친구 관련 수상 경력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Q3

사회 탐구 발표 대회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했는지.

Q4

도서관 재능 기부에서는 어떤 봉사를 했는지.

Q5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이 있다면?

Q6

중국어 성적이 높지 않은데, 후에 동아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학업 공부를 할 것인지?

Q7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한 활동 중 가장 자신이 열심히 했던 활동은?

Q8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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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체육학과

면 접 방 법

2대1면접 / 블라인드 면접 / 생기부 기반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직업군이 다양한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직업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가?
A 저는 단순히 하나의 직업군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맨이 아닌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스포
츠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체육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고 갈고 닦을 것입니
다.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전적으로 저를 믿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체육학과 스
포츠 계열에도 충분히 찬성하고 계십니다.

Q2

수많은 체육학과 학교 중에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였나요?
A 저는 많은 체육학과 중에 동아대학교 인재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체육교육을 중심으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이
저와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학교에 들어오면 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3

봉사시간이 유독 많은데 왜 이렇게 많나요?
A 저는 제가 성적이 좋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매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봉사시간으로 성실
하게 학교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매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봉사시간이 많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성적을 맞춰 들어온 것이 아닌 고등학교 입학 할 때부터 이 학교 학과에 지원하려고 희망하
였습니다. 비록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낮지만 저를 뽑아 주신다면 동아대학교에 누가 되지 않는 학생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모든 학생들이 다 긴장하고 힘들어하니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어필하고 후회 없이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토목공학과

면 접 방 법

1. 오후 면접 / 2. 강당에서 기다림 / 3. 한 조당 5명씩 있고, 조마다 내려가서 면접실 앞에 앉아서 기다림
4. 생기부 10분, 교과 질문(×)-예) 수학문제×, 과학문제×

질문 및 답변
Q1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질문) 점심 먹었어요?

Q2

교내 동아리에 대한 질문
A 봉사와 대회, 전공을 연관지어 답변함.

Q3

교내 봉사에 대한 질문

Q4

교외 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Q5

동아대학교에서 뭐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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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반공학, 수공학, 측량학, 시공학 등을 열심히 공부할 것임. 기타와 축구를 잘하는 특기를 살려 여러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고, 3~4학년 때 동아대 ROTC를 할 것임.
Q6

대회 수상에 대한 질문 – 답변은 기억나지 않음.
A 000 대회를 바탕으로 고교시절부터 ~ 한 자질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에 흥미가 아니라 적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Q 굉장히 도전적인 학생이군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한국어문학과

면 접 방 법

2:1 면접으로 강의실에서 진행
처음에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강당 같은 곳에서 그 날 면접 있는 학과들이 함께 대기
학과 당 한 명의 대학생 도우미가 신분 확인 후 친절하게 설명해줌 3~4명씩 한 조로 이동
대기할 때는 각자 가져온 준비 자료를 조용히 봄.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제 꿈과 재능을 가장 잘 실현해주고 키워줄 학교가 동아대학교이기 때문

Q2

자신의 단점
A 무모함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도전의 발판이라는 말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

Q3

꿈이 작가였는데 카피라이터로 바뀌게 된 이유
A 카피라이터도 하나의 작가라고 생각한다고 대답

Q4

글쓰기 상이 많은데 원래 상을 잘 주는 학교인가요?
A 상을 남발하지 않는다고 대답. 하나하나 대회에 열심히 임하였기 때문에 수상하였다고 생각한다.

Q5

학교에 와서 진로계획이 있는가? 혹은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A 봉사, 한국어 봉사를 하고싶다고 대답

Q6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Q7

리더쉽을 증명할 사례가 있는지?
A 학생회 활동으로 대답

Q8

학교생활 중 힘들었던 부분

Q9

마지막으로 할 말

기타 유의사항
저는 마지막 조에 마지막 번호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지쳐보였음. 재치와 센스로 서로 웃음이 오가는 것도 면접의 중요한 요
소라 생각함. 조끼리 대기할 때는 복도에서 앉아있는데 난로를 틀어줘서 매우 따뜻했음. 도우미분들도 매우 친절하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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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한국어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 10분 소요, 생기부 기반 질문 대다수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문학 작품에서 작가나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과 창작활동을 즐겨왔으며, 국어를 배우면서 한글
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크게 감명 받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Q2

한국어문학과에 나와서 졸업하면 무엇을 할 계획인지?
A 졸업 후 한국어와 문학 작품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다.

Q3

독서활동이 우수한데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A 알베르 뮈소의 ‘이방인’이 가장 인상 깊다. 처음엔 주인공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의 해석을
찾아본 결과 극단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
억에 남는다.

Q4

인문 책쓰기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A 문예창작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인데, 동아리 부원들과 앞, 뒤 문장을 정하여 소설을 창작하거나 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내용의 소설을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쓰고 부원들끼리 돌려보며 창작의도를 설명하거나 자신이 해석한 것을 소
개하는 활동들을 했다.

Q5

책을 쓰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할 텐데, 읽었던 책 중 가장 인상 깊은 책은?
A 김진명 작가의 글자전쟁이라는 책은 은나라가 사실 동이족이고 은자가 한자의 기원이니, 한자는 사실 중국의 언어가 아
닐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역사적인 접근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Q6

국어국문학 교수가 되고 싶었던 계기가 있나?
A 1학년 때 국어선생님과 굉장히 친하기도 했고, 국어수업이 재미있었다. 이것을 계기가 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됨을 설명함...

Q7

어떤 전공을 할지 결정했나?
A 국어의 모든 면에서 공부하고 싶기에 아직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문법이나 문학의 깊이를
배우고 싶다.

Q8

자기주도학습상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 상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1학년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특히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자습시간에 영어 사전을 들고 하나 하나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해석이나 모르는 점들을 물어보러 다녔는데 그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Q9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라고 여겨지나?
A 맞춤법을 잘 아는 친구인 것 같다.

기타 유의사항
저는 마지막 조에 마지막 번호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지쳐보였음. 재치와 센스로 서로 웃음이 오가는 것도 면접의 중요한 요
소라 생각함. 조끼리 대기할 때는 복도에서 앉아있는데 난로를 틀어줘서 매우 따뜻했음. 도우미분들도 매우 친절하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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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 생기부 바탕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평가
학생 1명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 / 교과 관련 지식 질문 X

질문 및 답변
Q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주세요.
A 화학공학과 인만큼 화학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화학공학자란 화학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윤택한 삶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화학공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진정
한 화학공학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뭔가요? 공부 말고~
A 저는 1학년 때 축제를 준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반 단체 합창제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소
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음을 나누고 반장과 함께 안무를 짜서 동영상을 찍고 친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반 단체 무대 중 1위를 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네.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진로희망사항에 아버지가 기계를 좋아하시는데 화학공학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A 저는 아버지께서 집안 기계들을 수리원을 따로 부르지 않고 직접 고치고 가족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편의를 주고 싶어 전문지식을 배우고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화학공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A 화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화학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화학공학과는 무슨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첫 번째로는 화학공학과이니 화학, 두 번째로는 물리와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것?
A 저는 프레임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은 일상 속에서 말을 하거나 할 때 순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 프레임
에 씌인다는 내용입니다.
Q 생기부를 보니까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친환경 화장품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A 아니요. 친환경 화장품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Q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말해주세요. 30초안으로.
A 저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화공양론, 화공설계 수업을 통해 화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는 마지막 조에 마지막 번호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지쳐보였음. 재치와 센스로 서로 웃음이 오가는 것도 면접의 중요한 요
소라 생각함. 조끼리 대기할 때는 복도에서 앉아있는데 난로를 틀어줘서 매우 따뜻했음. 도우미분들도 매우 친절하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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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

동의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시간 :15분 / 면접관 2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서를 이야기해보세요.
A 동의대학교에서는 21세기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콜라보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라보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가 되어 병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 제가 원하
는 목표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것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
습니다. 일단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커리큘럼에 맞게 공부를 할 것이고, 청년나이팅게일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 재가복지를
통하여 노인 간호 등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익힐 것이고, TIME과 같은 영어 동아리에 들어가 간호영어, 글로벌
간호와 같은 영어가 필요한 과목을 들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것 입니다. 그리고 또한 4차 산업혁
명시대가 도래한 만큼 병원에서 점점 발달하는 기술을 꾸준히 공부하고 습득하여 간호사가 되었을 때 적절하게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4학년 때 간호사국가고시에 합격할 것입니다.

Q2

고교생활 중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A 3학년 때 생명과학2 과목을 배우면서 중간고사 때는 생명과학1을 공부하던 것처럼 개념을 한 번 다지고 문제를 조금 풀
어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공부 방법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쉬는 시간이나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하브루타 방식
으로 생명과학2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브루타 방식은 여러 명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내고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되었고, 모르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말고사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Q3

진로희망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A 간호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실험 거점형에 참여하여 돼지의 내장,
쥐, 소 눈을 해부하는 활동 등을 하면서 인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보건 관련 동아리에서 항생제 오남용
으로 인한 내성이 생겼을 때의 심각성에 대해 다양하게 탐구를 하였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확산되면 가벼운 찰과상 등
작은 상처로 생긴 염증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암 치료,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 과도한
항생제 복용의 심각성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리고자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
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올림데이는 보건선생님과 학생회가 함께 기획한 활동입니다. 제가 간호사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부분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에이즈 부스를 맡아서 에이즈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을 고쳐주고
에이즈 치료법인 ‘칵테일 요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흡연예방과 치매예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건
강 상식들 중에서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비 간호사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에이즈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이 무엇이 있었나요?
A 학생들은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그러한 편견을 고쳐주고자
에이즈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칵테일 요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Q5

칵테일 요법은 무엇인가요?
A 칵테일 요법은 세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약물로는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비뉴클
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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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2, 3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자습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었고,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학생회 활동을 하
는 데 쓰이게 되면서 공부양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공부
외의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계획했던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공부양도 무리하게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하여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다 보니 하나
에 집중을 할 수 없었지만 간호학과에 오게 되면 제가 원하는 전공을 배우니깐 더 집중하고 흥미를 가져 더 열심히 공부
를 할 것입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동의대학교에서 지향하는 21세기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콜라보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가 되고 싶고,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커리큘럼 중 한의학개론은 다른 대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동의
대학교에서 한의학개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건설공학부

면 접 방 법

학생 당 면접 10분에서 15분 / 면접 후 대기실 절대 못 들어오고 바로 퇴실 조치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와 입학 후 계획

Q2

고등학교 학업 중 어려운 부분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Q3

진로 희망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활용한 사례

(위 3가지는 입학처에서 알려준 공통 질문)
Q4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은 무엇인가?

Q5

고등학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Q6

학업 성취도는 어떠하였는가?

Q7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기타 유의사항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광범위하게 물어보셨고 면접관분들이 편한 하게 면접보라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대기시간이 길었음(3
시간정도)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건설공학부

면 접 방 법

입학사정관 2인이 평가위원이 되어 수험생 1명을 대상으로 개별적 평가
수험생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 종합적으로 평가

질문 및 답변
2020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면접질문 공통문항 3개 제시하여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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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질문 공통문항 질문]
Q1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
A 제가 건축가의 꿈이 있기에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동의대학교 선배님들의 정통을 이어받아 제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회에서
인증 받아서 동의대학교의 자랑이 되고자 동의대학교에 지원을 하였고, 교양과 전공이 어우러진 대학생활을 하여 세계건
축물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졸업전에는 작품집을 만들어 제 나름대로의 건축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Q2

고교생활 중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A 미적분Ⅱ의 역함수의 미분법이 가장 어려워서 쪽지시험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수학선생
님 수업을 듣고 알 때까지 질문을 하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서, 덕분에 기말
고사에는 역함수의 미분법 문제를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맞췄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지구과학 공부를 하면서 천체부분
이 어려워서 중요한 내용만 암기했다가 문제를 풀어보니 기초문제조차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이용하여 도화지에다 적도좌표계, 지평좌표계 등을 그려, 천체의 원리를 이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기초문제도 풀 수 있었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심화문제도 풀 수 있었다

Q3

진로 희망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한 경험?
A 저는 학교를 둘러보면서 시설과 특징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면서, 정보를 수집
한 것을 토대로 학교 도면도 그려보았다.

Q [추가 질문] 면접을 준비하면서 미리 예상 질문을 준비한 것을 질문
A 1학년 때 꿈을 2학년 때 바꾼 이유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했습니다. 제가 꿈이 바뀐 이유는 1학년 때 그
림을 잘 그린다는 이유만으로 시각디자이너로 꿈을 정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후로 건축가의 전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게 되어 건축가로 꿈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뿌듯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문헌정보학과

면 접 방 법

1. 개별로 대기실 입실 후 대기,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약 30분 소요)
2.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실 앞 복도 이동(모든 소지품 가지고 이동, 대기실 재입실 불가)
3. 2 : 1 (면접관 : 면접자) - 블라인드면접, 기본 면접 질문이 대다수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면접관 : 오늘은 날씨가 다른 날보다 따뜻해서 좀 다행이네요~ 너무 긴장하지말고 준비하던 거 편하게 말하다 가면 됩니다~ 면접
시작할게요.
Q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을 말씀해주세요.
Q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나요?
Q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나만의 방법과 성적이 낮은 과목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나요?
Q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사서선생님이 사서를 소개하면서 한국서지학에 대해 말씀해주시지 않았을텐데 한국서지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Q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나요?
Q ~한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해서 준비해왔는데 질문이 안 나와서 못한 말들이 있으면 말해줄래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면접관 :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하고, 나가셔서 소지품 수령하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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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2.
3.
4.

대기실 난방 아주 따뜻하고 좋음 (대기실에서 면접 준비 가능)
간식과 핫팩 배부함 (빵, 음료, 핫팩) - 물은 없음, 학교 밑 편의점에서 구매 추천
☆중요☆ 학교가 산 위에 위치해있어 걸어 올라가면 40분 이상 걸리고 힘드니 꼭 버스탑승
면접관 분들도 학생들 배려 엄청 많이 해주시니 긴장하지 말고 손 제스쳐를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도 됨. 계속 웃으
시면서 반응 잘해주심
5. 생각보다 면접관과의 거리가 가까움 (면접자와 면접관 사이에 책상 2.5개 정도)
6. 바로 옆 건물에 학부모 대기실이 마련되어있음 (학교 근처에 잠시 쉴 만한 곳이 없음)
7. 면접은 대체로 생기부 기반 질문보다는 모든 면접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질문이 출제됨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공공인재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 7-10분

질문 및 답변
Q1

동의대 온 적 있나요?
A 네

Q2

어땠나요?
A 경사가 높아서 놀랐고 교내 버스가 있어서 좋았다.

Q3

지원동기/학업계획
A (지원동기)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지원했고 어떤 책을 읽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학업계획) 입학하게
된다면 청소년 복지, 복지에 관련된 법을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고 학업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이 봉사활동이었기 때문
에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꾸준히 봉사를 할 것이다.

Q4

학교생활 중 어려웠던 점
A 갈등관계 해결이 가장 힘들었고~~

Q5

꿈과 끼 활용했던 경험. (정확한 질문은 잘 기억 안 남)
A 사회복지사에 대해 찾아봄.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지 찾아보고 상담해주
다가 해결할 수 없거나 많이 힘들어 보이면 소개해줌.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내 탄생화는 해바라기다. (면접관들 웃음) 해바라기의 꽃말은 자부심. 내가 동의대에 입학하면 동의대의 자부심이 되도록
잘하고 노력하겠다.

기타 유의사항
엄청 춥다. 웬만하면 교내 버스 타고 이동하고 맨 처음 질문은 긴장 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둘 다 무표정이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듦.
말할 때마다 조금씩 웃었는데 약간 어린 조카보는 듯한 시선과 미소였음.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바이오응용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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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2:1면접 / 본인 생활 기록부 중심 면접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바이오응용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

Q2

학업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다고 느낀 점?

Q3

멘토링 활동을 한 방식?

Q4

주로 어떤 과목을 배웠고,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

Q5

주로 어떤 과목을 가르쳐주었는지?

Q6

개인 봉사 활동이 많은데 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는지?

Q7

바이오응용공학부에 합격하면 제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2학년부터인데 어떻게 공부를 더 할 것인지?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신소재공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
A 2학년 때 SNL이라는 동아리에서 신소재에 대해 분석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소재의 특성과 구조가 주제였지만
분석을 하면 할수록 신소재라는 매력적인 소재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신소재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
었습니다. 이후에는 전기전자소재와 관련된 토론을 준비하면서 신소재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도 핵심이 될 것을 알
게 되어 신소재를 응용하여 생활에 혁명을 일으키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신소재 학과에는 많은 교과
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과목들을 열심히 하는건 당연하지만 저의 진로와 밀접한 전기전자소재의 신소재와 관련된 과목
을 더 열심히 수강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 봉사활동도 할 것입니다.

Q2

고교생활 중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A 많이 학생들이 학업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던 경험이 있을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수학이
라는 과목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원에 가거 해결하였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친구들과 함께 가르쳐주고
배우는 멘토 _ 멘티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여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
님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습니다.

Q3

진로희망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한 경험
A 활동적인 성격과 새로운 경험을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과 과학관 봉사활동을 하며 공학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학
과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 직업 활동과 교육청에서 실시한 진학 박람회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먼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입학하면 훌륭하신 교수님들한테서 신소
재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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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임상병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0분 / 면접형태 : 교수( 2 )명, 학생( 1 )명
면접절차 : 대기실입실 → 신분확인 → 고사장이동 → 고사장입실 → 지원 동기 및 학업계획발표 → 학업 역
량, 꿈과 끼 관련 공통문항 발표 및 질의응답 → 기타질의 응답(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학교 폭력
해당자 검증) → 퇴실
유의사항 : 1. 전자기기 모두 제출
2. 대기실에서 정숙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평상시 생명과학을 좋아해서 진로도 보건계열로 정하고 싶었다. 방향을 못 잡아서 부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물리치료사로
정함. 그 후에 보건계열 직업을 계속 찾아보다가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됨.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 취업은 어디로
하는지 알아보던 중 호기심이 많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성격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임상병리사
로 진로를 바꿈. 임상병리학과가 계설되어 있는 학교를 찾아보다가 처음으로 보게 된 학교가 동의대학교였음. 부속병원이
있어서 실습할 때 실전처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의대학교에 갔을 때 마다 시설이 좋아보인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서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지원함.

Q2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는지
A 물리, 화학

Q3

학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A 과학시간에 집중이 잘 됐고 과학과목을 좋아해서 문과가 아닌 과학중점으로 선택 해 학교생활을 함. 과학중점에서는 1학
년 때 보다 배우는 과목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모두를 챙겨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공
부를 할 때 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하지만 포기하면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부
방법을 바꾸고 공부시간을 늘려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함. 그 결과 성적이 조금씩 오름.

Q4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우선 동의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 보다 진로를 늦게 확정지은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제가 원해서 선택한 진로인 만큼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할 자신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훌륭한 임상병리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5

공부 방법
A 풀었던 문제를 몇 번 씩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푸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푸는 속도도 빨라졌음. 또 집중을 방해
하던 핸드폰을 부모님께 맡기거나 공부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니 성적이 오르기 시작함.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화학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2:1면접으로 면접관 2에 학생1로 면접을 진행하고 1인당 10분에서 15분 사이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먼저 대
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정해진 가번호를 받고 들어간다.

질문 및 답변
면접관1 : Q1, 면접관2 : Q2
A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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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Q2

기다리는 데 힘든 거나 불편한 거 없었어요?(대기시간이 2시간 정도여서 힘드냐고 물어보신 거 같았음.)
A 네.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Q2

많이 긴장되시나요?
A 아니요. 괜찮은 거 같아요.

Q1

하하하 다행이네 아까 앞 친구들은 다 떨린다고 하던데...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에 대해 말해주
세요.
A 저는 동의대학교에서 주최한 부스체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향수 제조 부스를 참여하며 화학환경공학부에 관심
을 가지며 동의대학교 화학환경공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저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응용화학 전공이 있
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그럼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죠?
A 저는 제가 체험부스로 인해 동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 만큼 저도 부스체험을 제작해 많은 학생들에게 동의대를 알
리고 싶고 직접 동아리도 개설해서 실험 부스도 직접 설계하고 싶습니다.

Q2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고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을 까요?
A 저는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이과로 나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아무래도 줄어들
다보니 제가 하는 공부량에 비해 성적이 잘나오지 않아서 크게 슬럼프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껴주시던 선생님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저희 학교에 학습플래너 제도를 강조하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며 성적 상승이 힘들면 유지라도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Q1

그러면 성적상승이 조금이라도 없었나요?
A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너무 많이 상승했다고 말할 순 없는 거 같습니다.

Q1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진로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A 저는 3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 각자 관심 있는 주제로 5분 동안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는 향수의 유래와 향기의 종류, 뿌리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Q1

음..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무엇이죠?
A 생명과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거 같습니다.

Q1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A 저는 조향사라는 꿈을 가지게 만들어 준 과목이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이 가장 좋습니다.

Q1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A 저는 best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화학 반응 실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식용유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준 뒤 발포비
타민을 넣으면 물과 발포비타민이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 이산화탄소가 식용유를 만나면서 밀도차이로 인
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서 저는 많이 흥미를 느꼈던 거 같습니다.

Q1

수고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cit chem is try 화학은 시도하는 것이다. 저도 여기 동의대에서 저만의 화학을 시도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
해 늘 최선을 다 할 자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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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오전반이어서 8:50분까지 입실이었지만 45분쯤부터 출석체크.
면접유의사항 등 여러 가지 설명하고 폰 걷고 9시부터 9시20분까지 기초자료작성.
작성하면서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순서대로 9시 35분쯤부터 면접시작.
5분내외로 면접 후 끝나면 바로 갈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기초자료작성>
Q1

해당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A 어릴 적부터 경험을 중요시하시던 부모님을 따라 여러 나라와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디자인과 목적을 가진 건축물을 접하게 됨.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인상깊었던 건축물과 그 주변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잊
혀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점점 그 속의 시공법과 구조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이 직접 건축물을 설계하고싶다는 생
각으로 이어져 건축을 진로로 삼게 됨.

Q2

이때까지 제일 큰 도전이었던 경험과 느낀점
A 혼자 여행을 가본 것.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런 자신을 바꿔보고자 혼자 다른 지역
을 가보기로 결심함. 갔다와보니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생각외로 편하고 좋았음.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일
에 있어서 처음의 용기가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

Q3

졸업후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가진 인재가 되고 싶은가
A 단순히 지식만 많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실무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고 싶음.

<면접>
Q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해주세요~ 시작할게요 건축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A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상못한 질문이라 질문도 대답도 정말 기억이 안남)
Q 그렇다면 서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A 서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서로를
설득하다보면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건축학과와 가장 비슷한 학과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말해주세요.
A 음..아무래도 디자인학과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분야가 관심있는 사람들만 보는 분야도 아니고 밖에서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게 건축인데 그래서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디자인학부가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이것도 예상밖의 질문이라 당황해서 실제로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음..)
Q 그렇다면 이때까지 본 건축물 중 가장 인상깊었던 건축물이 뭔가요?
A 저는 예전에 서울에 가서 본 종묘라는 건축물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높지 않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고 도심속에 있어서 그 주변의 높은 건물들과도 이질감이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인상깊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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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높은 건물들과 이질감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질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전통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을 직접적으로 연결시기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나무나 공원같은 자연환경을 연결체로
활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번이 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긴장 풀어 주실려고 하셨음.
예상 질문은 인상 깊었던 건축물뿐이었고 이거마저도 꼬리질문은 전혀 예상 못했던 질문이었음. 기초자료 작성한 것에서는 아
무것도 질문하지 않음. 당황하지 않고 생각 잘 끌어내서 매끄럽게 말하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음.
일찍가는 것을 추천. 그 분위기와 주변에 적응하면 긴장도 조금은 풀리고 대기실도 엄청 조용해서 혼자 연습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음.
기초자료작성후 자기순서까지 준비해온 종이자료들은 보면서 연습할 수 있음. 물론 저는 1번이라 쓰자마자 면접고사실 앞으로
대기하러 갔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1.
2.
3.
4.

대기실에 있으면 한사람씩 호명해 면접 고사실 앞에서 대기한 후 입실하는 형식입니다.
교수님 한분과 입학사정관님 한분 2대1로 면접 진행합니다.
화장실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고 휴대폰은 수거해가세요.
가지고 간 유인물 볼 수 있어요.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50번입니다
Q 자리에 앉으세요 + 블라인드 면접 안내
명지대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Q 인생에서 좌절했던 경험과 극복 과정?
A 화학시간에 상위권 1명, 하위권 1명씩 일대일로 매칭해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사에 적극적
이고 의욕이 많은 저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친구 때문에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
만 함께 협력하는 과제라 생각해 어려운 자료는 제가 맡아서 조사하고, 비교적 쉬운 자료는 친구가 맡아 각자 맡은 역할
을 잘 수행했고, 결국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많은 단과대학 중 건축학과는 어느 대학에 포함?
A 저는 공과대학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람의 안
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튼튼한 구조가 필요하고, 구조를 중심으로 건축학과를 보았을
때 공과대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 동네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물?
A 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물은 지역 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비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
하고, 2층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습실이나 다목적실과 같이 따로 독서공간을
마련하거나 창문의 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구체적으로?
A 저희 지역 도서관은 2층의 면적이 1층 면적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면적을 1층면적과 동일하게 늘
리거나, 주차장을 사용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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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간의 진로희망은?
A 저는 3년 내내 진로희망이 건축가였습니다. 건축 전공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1학년 땐 건축가와의 만남으로, 2학년 땐
독서활동으로, 3학년 땐 거점활동에 참가해 과제연구를 하며 IOT와 건축, 홀로그램과 건축을 접목시킨 실험을 수행하기
도 하였고, 명지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건축캠프에 참가하며 건축에 대한 흥미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건축을 요구한다’라는 저의 좌우명처럼, 저는 한옥만큼 한국의 현대건축이 세계화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명지대학교에 입학해 학교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고,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
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A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교과면접이라 면접시간이 5분인데 체감 상 아주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답변을 최대한 팩트있고 간결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자 모두에게 비슷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굳이 튀는 답변을 만들기 보단 논리적인 이유를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입사관님과 교수님께서 자주 웃어주셔서 면접분위기는 좋았어요.
교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음에도 너무 조용히 말하셔서 집중안하면 제대로 듣지 못할 목소리크기였어요 다른 생각하면 절대
안돼요.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영정보학과

면 접 방 법

1시 까지 입실, 1시 20분부터 면접 시작
대기실에서 대기 후 한명씩 10분 내외 – 대기실 다시 못 들어감.
폰 내고 면접 끝나면 받아서 귀가

질문 및 답변
2:1 면접, 9분 되면 알람 울림
블라인드 면접(교복 안됨, 친척과 가족 언급 안됨, 학교이름 안됨, 경제적 정치적 발언 안됨)
가번호 받아서 처음 소개: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번입니다.
Q1

자신의 장단점 – 꼬리질문(단점, 일본어 왜 배우는지, 연구결과, 자신이 마케팅 담당자였다면)

Q2

진로희망- 진로를 위해 노력한 점

Q3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가?

Q4

컴퓨터 관련 활동 유무 – 진로와 수학의 연관성

Q5

대중을 상대로 성공한 sns 마케팅 사례

Q6

경영학과를 지원 안하고 경영정보학과를 지원한 이유

Q7

진로를 위해 갖춰야 할 자질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면접인데 교과면접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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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잘 웃으심.
면접후기 없어서 준비에 어려웠음
경영보다는 컴퓨터 위주로 준비할 것. - 프로그래밍, 코딩,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마케팅 위주로 대답하여 아쉬움.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제출 서류 기반 면접 ( 생기부 , 자소서(4번) ) /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준비한 거 말함

Q2

사회적 공헌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가 꿈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부나 후원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안되나? 꼭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굳이 사회적 기업?
A 영리기업은 사회적 가치 추구를 선택적으로 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목표를 사회적으로 의
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저는 사회적 기업을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기업이 다룰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범위
와 사회적 기업이 다룰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리기업이 기업의 이윤까지 줄여가면서 소외
계층을 고용하고 그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과 거기서 뭐했는지?
A 아름다운 가게에서 한 봉사활동 ~

+) 1.이건 왜하나 싶은 봉사활동 있었나?
A 없었습니다.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
+) 2. 봉사활동하면서 힘든 점?
A 가게에 물건을 훔쳐가는 손님들이 계셔서 힘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직접 대처하지는 못하고 매니저님께서 대처해주
셨는데 이후 아름다운 가게의 운영이 재활용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
야기를 매니저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은 아름다운 가게의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4

기억에 남는 수상
A 저는 인문사회 탐구 보고서 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Q5

책 많이 읽었는데 젠더 무법자는 무슨 책인가?
A 젠더 무법자는 트렌스 젠더인 케이트 본스타인이 쓴책으로 ~ + 인상 깊었던 부분

+) 1. 그럼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A 네 저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준비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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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명지대학교는 인재상에 봉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봉사활동을 꼭 물어 봅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면 더더욱 물어볼 가능성이 높
습니다. 후기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거기서도 봉사는 거의 다 물어 봤었으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한번만
한 게 아니라 3번 4번 정도 물어 봤었는데 답변을 했는데도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답변을 여러 개 준비
해서 대답할 수 는 있었는데 꼭 물어볼 것 같고 중요한 진로와 관련된 질문의 경우 다양한 답변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지대 이 책 뭐냐고 찝어서 물어보니.... 다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3학년 책은 꼭.... 1 2학년은 독서
도 언급했었는데 교수님이 기억안날 수 있는 거 감안해서 3학년 꺼 질문하셨습니다. 면접분위기는 조금 딱딱한 편이였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타이머로 정확히 10분간 면접 진행 / 면접관 두 명 / 입실시간 전에 입장가능

질문 및 답변
Q1

사회적경제전문가가 무엇인가?

Q2

수학을 좋아하는거 같은데, 수학의 어느 부분을 좋아하나?

+) 1. 확통을 이용해 실생활에 적용시켜본 적이 있나?
+) 2.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Q3

사회적 기업의 예시를 들어봐라

+) 1. 기업들이 모두 사회적기업처럼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Q4

공유경제의 예시로 무엇이 있나?

Q5

교육과정 중 경제 과목이 없었나?

+) 1. 경제를 왜 배우고 싶나?
Q6

보호무역 자유무역 중 무엇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

+) 1. 농산물 말고도 보호받아야할 산업들이 많지 않나?
Q7

본인이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나?

Q8

임원 경험이 있나?

Q9

평소의 성격이 어떤가? 장점이 뭔가?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명 학생 1명이 진행하는 블라인드 면접
학교에 면접 보러 가면 가번호 부여받고 한명씩 대기하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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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저의 최종 목표는 경제정책전문가입니다. 저는 평소 사회이슈와 경제이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뉴스
와 다큐멘터리, 신문기사를 즐겨보는 편인데 최근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쳐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제 제
주위의 상점과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실직하여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슬
픔을 겪기도 하면서 경기불황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민생경제의 악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실용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해결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시사토론반이랑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셨는데 경제동아리에서 한국 경제의 침체에 대해 공부했다는데 최근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저는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
을 펴다보니 대기업은 대우가 좋고 환경이 좋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기
업에 무조건 가야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삼성고시라고 입사 재수와 졸업 유예를 하는 것을
보고 대기업 집착으로 청년 실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투자가 이
어진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연스레 중소기업들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 정책을 해야할까요?
A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진로희망에 거시경제학 연구원이 있는데 거시와 미시의 차이를 아는가?
A 거시와 미시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주체를 어떻게 보냐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시는 경제주체를 개인으로 보고, 거시는
경제 주체를 정부의 시장개입과 공적자금의 투입과 같은 이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Q 급식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바꿨던 경험이 있는가?
A 저와 급식사 선생님은 항상 잔반이 많이 남아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분배 순서를 바꾸면서 잔반을 줄이려
고 노력했으나,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급식 잔반을 남기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며 잔반을 줄이려 노력
했습니다.
Q 혁신 성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무엇인가?
A 혁신 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하여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는
정부가 주도하고 주역은 민간기업이 맡는다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A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우선, 여러 규제들이 혁신을 저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붉어
진 타다 사태와 같이 기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혁신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서 도태되
어 큰 침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 우리 사회에 진출할 길을 잘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 중 가장 재미있게 배운 과목은?
A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경제를 배울 수 없어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를 가장 재미있게 배웠
습니다. 세계지리를 통해서 세계 여러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경제적 입지를 배우면서 미국과 유럽의 창의적 문화를 보며
우리나라의 수직적 문화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여기 있는 어떤 지원자들보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를 향한 저의 의지와 열정이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명지대
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부활, 이어가 국가경제가 안전하게 4차 산
업혁명에 대비한 국가경제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 우리나라의 큰 보탬이 되는 경제학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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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학교 경사가 심하다. 그리고 외부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생각보다 학교가 깨끗하다.
2. 명지대 주변에는 숙소와 교통이 열약하다.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면 홍대입구역이나 신촌에서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한다.
3. 명지대학교 크기가 매우 작으니 걱정 없이 면접고사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전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5분 동안 2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 있나요?
A 네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97로 추계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
면서 노동력,생산력이 감소하게되고 그러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표적인 저출산국가에서 다산국가로 탈바꿈한 프랑스
의 경우에도 동거커플을 인정해주면서 합계출산율이 1.6에서 2.1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처럼 다양한 가족
의 형태를 인정해주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게 된다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아 그럼 우리나라는 동거커플을 인정 안해준다는 건가요? 복지혜택을 안주나요?
A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 출산율이 올라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초작성자료에 국제무역사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국제무역사가 뭐하는 직업인가요?
A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국가간 무역 수출입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그럼 기업에서 일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일하는 건가요 ?
A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그냥 무역만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자격증도 필요하나요 ?
A 네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 무역에 관심이 많은데 왜 경제학과에 지원하였나요?
A 제가 국제통상학과가 아닌 경제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무역과 관련된 일을 종사할때 경제지식이 뒷받침 된다
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명지대학교 경제학과는 빅데이터 연계과정을 IC T융합대학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 교육과정을 통해 한 학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
는 융합적 인재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4차산업이랑 무역이랑 잘 안맞는거 같은데요?
A 무역을 할때 경제지식과 변화하는 세계흐름에 대해 잘 알아둔다면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 많이 하셨죠 ?
A 네 !!
Q 학교에서 경제교과 배운적 있나요?
A 아니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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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

Q 그럼 교외활동 중 경제교과를 배운적 있나요?
A 아니요 없습니다
Q 경제교과를 배운적도 없는데 경제학을 배울 생각을 하셨나요?
A (이건 답변이 생각이 안나요 ㅜㅜ)
Q 반장이나 임원 하신적 있나요 ?
A 아니요 없습니다
Q 동아리 장 맡으신 적 있나요?
A 아니요 없습니다
타이머 울려서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짧게 하라고 하셔서 마지막 말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명지대학교는 인재상에 봉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봉사활동을 꼭 물어 봅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면 더더욱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기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거기서도 봉사는 거의 다 물어 봤었으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 4번 정도 물어 봤었는데 답변을 했는데도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답변을 여러
개 준비해서 대답할 수 는 있었는데 꼭 물어볼 것 같고 중요한 진로와 관련된 질문의 경우 다양한 답변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지대 이 책 뭐냐고 찝어서 물어보니.... 다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3학년 책은 꼭.... 1 2
학년은 독서도 언급했었는데 교수님이 기억안날 수 있는 거 감안해서 3학년 꺼 질문하셨습니다. 면접분위기는 조금 딱딱한 편이
였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두 분께서 나에게 질문함. 그 자리에서 내 서류자료를 보시면서 번갈아가면서 질문.
면접시간은 체감상 10~15분정도 (생각보다 빨리감)

질문 및 답변
Q 수상실적이 좀 있으시네요. 여기 자기주도학습상은 어떤 상이죠?
A 평소 수업시간이나 자습시간에 모범을 보인 학생을 투표를 통해서 1등에서 몇 등까지 뽑아서 상을 줬습니다.
Q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학생이네요.
Q 항공정비사가 꿈이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요?
A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공군부사관은 항공정비 실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경력으로써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군부사관에 지원하여 항공정비를 현장에서 배울 계획입니다.
Q 오호. 대한민국에는 항공정비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A (적은건 알고있는데 몇명인지 물어보니 당황) 잘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거 있으면 일단 말해. 안하는거 보다는 나아)
Q 학교 재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동아리가 무엇입니까?
A 저는 2학년 때 들어간 물리동아리가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조별 실험활동으로 부족한 의사전달능력과 낯가림 극복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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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실험을 했었죠?
A 바닥무늬에 따라 마찰계수가 다름을 이용하여 가장 마찰계수가 높은 무늬를 찾는 실험을 했습니다.
Q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셨죠?
A 기울어진 레일을 통해 바닥무늬가 다른 물체들을 발사하면 마지막 운동에너지에 따라 낙하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낙하지
점의 거리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Q 여기 ‘크리라이팅’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요?
A ‘유사과학'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단순 과학 용어들로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는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책과 인터넷
으로 조사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시로 어떤 걸 조사했는지는 안 물어봤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면 좋을거야)
Q 자신의 장단점을 얘기해보세요.
A (여기는 알아서 하길)
Q (자소서 기반) 하이퍼루프는 자기부상열차의 일종이죠? 전자기유도방식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전자기유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오른나사 법칙 설명)
Q 그래서 그게 하이퍼루프에 어떻게 이용되죠?
A 철로와 하이퍼루프가 서로 밀어내도록 각각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지면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철로와의 마찰이 없어
지게 됩니다.
Q (자소서 기반) 리니어모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유튜브로 봤던 내용 설명)
Q 리니어 모터가 하이퍼루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보세요.
A (유튜브로 봤던 내용 설명) (아마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 차 물어보신 듯)
Q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나요?
A 자기소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하생략)
Q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전부 서류기반 질문들임. 터무니없는 전문지식들 물어보진 않았고 자소서에 적혀있는 단어나 내용 물어보니까 미리 질문받을
만한 것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듯
면접 내내 면접관님들께서 무표정일 수도 있어. 그게 널 싫어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면접만해서 힘드신 거니까
신경 쓰지말고 면접에 임하면 될 듯
적당한 긴장은 좋은데 너무 많이 하면 목소리 떨리고 뇌정지오니까 막 특출나게 잘해야 된다고 부담 갖지 말고 원래 있는 사실
을 말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맘 편하게 해

전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전 20분 동안 3문제의 기초자료 작성학고 2명의 면접관분들과 5분 동안 면접하는 형식
(면접관님이 타이머 들고 딱 5분 재심)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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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기초자료 작성 질문]
Q1

지원동기

Q2

고등학교에서 도전적으로 활동했던 일

Q3

대학 졸업 후 가져야 할 능력이나 열망
A 이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접과는 크게 상관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면접에서 아침 먹었냐? 는 질문 등으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이머를 켰습니다.
Q1

과속단속카메라에 일반단속과 구간단속의 차이는?
A 미분과 평균속도로 설명했습니다.

Q2

위 답변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세요
A 순간변화율과 평균변화율로 나타내어서 대답했습니다..

Q3

둘 중 어느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가?
A 구간단속이 더 넓은 범위를 단속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Q4

그럼 왜 우리나라는 다 구간단속으로 안바꾸는가?
A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돈이 없어서 라고 대답해주심.

Q5

전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기초면접자료 20분간 작성 후 2:1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1

국제사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A 평소 TED 강연을 많이 보는 편인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피
해자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제사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훈민정음 상주본이 최근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국가가 소유해야 될까요?
A 훈민정음 상주본과 같이 역사적 의의가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은 개인에게 보상을 한 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그러면 현대미술가의 작품 중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외국에 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그런 경우에는 현대미술가 혹은 그 유족의 입장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4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는 프랑스나 일본에 약탈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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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만약 그 해당 나라에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요?
A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생명과학정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남자2), 지원자 1명 2 : 1 방식 블라인드 면접
면접 시간 9분 (준비시간 포함 10~11분)
다 자소서, 생기부 관련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의 고등학교생활을 3가지 키워드로 얘기해 주세요.
A 제 3년간의 고등학교생활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과제연구, 스크랩북 제작, 배려입니다.

Q2

스크랩북 제작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동아사이언스 등 과학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 스크랩한 후 공책에 붙여 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기사에 나와있는 과학과 관
련된 개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1.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무엇인가요?
A 파킨슨병의 치료법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는 개인적인 얘기)
+) 2. 어떻게 파킨슨병을 치료하나요?
+) 3. 활성산소가 무엇인가요?
Q3

실험을 많이 하였다고 쓰여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은 무엇인가요?
A (과제연구)

Q4

봉사활동도 많이 하였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봉사활동이 있나요?
A (지식나눔봉사)

+) 1. 학생들이 재미를 느꼈다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A 문제를 푸는 친구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진 것을 보고 제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잃
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대학교가 산 위에 있어서 추웠음. 길게 대기할 것 같으면 겉옷 필수
자세히 쓰진 못했지만 꼬리질문이 굉장히 많음. 면접 분위기는 압박 면접 같진 않고 유하게 진행되었음. 9분이 지나면 알람 울
리는데 답변 중이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답변 끝마치기
블라인드 면접이어서 자기소개는 없지만 마지막 말은 준비하는 게 좋음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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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 458 -

∙ 명지대 ∙

면 접 방 법

08 : 50까지 입실
08:50~09:00 출석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09:00~09:20 면접 기초 자료 작성
09:30~ 개별 면접 (5분)
20분 간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한 뒤 복도에서 3명씩 대기하다 자기 차례가 되면 면접을 보러 감.
교수님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며 질문함 (개별 면접).

질문 및 답변
< 면접 기초 자료 > – 5줄 정도 적을 수 있다.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됨.
Q1

해당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Q2

자신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한 경험과 느낀 점.

Q3

해당 학과에 입학한 후 갖추고 싶은 역량

< 면접 질문 >
Q1

존경하는 인물?
A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한국 출신의 물리학자로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남들이 아는
건 무조건 알아야 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 또한 나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추구하는 학습과 잘 맞아 존경합니다.

Q2

좋아하는 과목?
A 물리

+) 신소재 공학과에 필요한 역량인가?
A 물질의 구조 원리, 생산 공정에서 물리적 계산이 필요하다.
Q3

신소재 공학과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
A 반도체

+) 정확히 어떤 부분?
A 현재 판매 중인 갤럭시 폴더의 화면 접힘과 같은 현상을 해결하고 싶다.
Q4

신소재와 관련된 산업 3가지?
A 반도체, 세라믹, 섬유

+) 우리 학과 교육 과정을 보고 왔나?
A 네
+) 섬유와 관련된 교과목은 뭐가 있나?
A 기능성 신소재가 있다.
Q5

본인이 추구하는 건 화학에서 폴리머인데 왜 화공과가 아니라 신소재인가?
A 화공과는 화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다루는 학문인 것 같다. 반도체 제품 제작은 신소재 공학
과가 더 옳다고 본다.

+) 앞서 말한 갤럭시 폴더는 고분자이고 우리 학과는 이런 쪽을 가르치지 않는데 수업 만족도가 나쁘지 않겠나?
A 예시를 들다 보니 폴리머의 경향을 띈 것 같다. 전자 제품 내부에서 신소재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기초 자료 작성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다. 자세히 적지 말고 사례, 과정, 느낀 점 3개만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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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을 요구하는 사례를 기초 자료에 작성하면 더 좋다(매년 공동체 의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서).
모집 요강에 면접 기초 자료 예시가 있는데 가끔 질문하니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교수님들이 반응도 잘 해 주신다. 떨지 말고
꼬리 질문이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아는 선에서 대답해도 좋게 봐 주신다.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아랍지역학과

면 접 방 법

-9시까지 입실, 8:40부터 면접규칙 설명+ 휴대폰 수거
-들어가기 전 3명씩 대기함, 1인당 약 10 소요

질문 및 답변
Q1

학생은 전교회장이나 반장을 해본 경험이 없네요?
A 제가 전교회장이나 반장으로서 리더의 자리에 선 적은 없지만, 동아리 부장으로서 부원들을 이끌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Q2

그럼, 동아리부장으로서 말고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A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신나는 노래로 가자’고 했고, 제 친구는 ‘슬픈 노래로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각 반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고, 무조건 1곡만 선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장이 서로 달랐지만
결국 축제는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생각해서 담당선생님께 5분 동안 2곡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하
고 축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Q3

학생은 꿈이 경찰이었네요?(1학년 꿈이 경찰임)
A 제가 1학년 때는 주위 분들을 보며 ‘항상 남을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국제 샤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권,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
기 때문에 유네스코 국제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면서 진로가 변경되었습니다.

Q4

그런데 아랍어와 유네스코가 무슨 연관이 있나요?
A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 공연을 사람들이 열광하고, 때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법 또한 수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외 다른 아랍 지역에서 영화나 음악이 금지되어 있기에, 이런 공연을 즐기
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준다면 그들이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력과 꿈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고 문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Q5

자소서 4번에 ‘~ 충격적이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와즈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길거리에서 여성은 크게 떠들면 안 된다, 여성은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님
말에 와주다의 표정이 시무룩하고 불만스러워보였습니다. 여성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조금은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와즈다의 가장 큰 꿈이었던 자전거를 타는 장명만큼은 활짝 웃는 모
습을 보모 이들에게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6

최근 이란과~~ (설명해주시는 데 이해하지 못해 다시 설명을 부탁드렸지만 역시 이해하지 못함)
A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마치고 공부해서 내년 3월에 교수님을 다시 만난다
면 말할 수 있는 학생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7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배우면 되니까. (옆교수) 그럼 다른 걸로 다시 질문해볼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석유 가격
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학생이 생각하기에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에 더 이득이 될 것 같나
요? 아니면 석유 가격이 낮았을 때 이득이 될 것 같나요?
A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라고 답함.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사전에 준비해간 말을 하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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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자신감이 중요함을 느낌
생기부 관련 질문을 거의 하지 않음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아랍지역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전체 대기 후 번호 순서대로 3명씩 면접실에서 앞에서 대기, 차례가 오면 면접실 입장
블라인드 면접(교복착용금지, 이름, 학교, 부모님 직업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등 말하기 금지)

질문 및 답변
면접 장소는 명지대학교 본관 2층 제6대기실이었고, 면접실은 제6대기실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내 가번호가 17번이었는데
13:00에 면접 보는 사람들은 시작 번호가 16번이라서 두 번째로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 두 분만 계셨고, 분위기는 조용했다. 두 분 앞에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걸로 내 생기부랑 자소서를
보고 계셨던 듯하다.(나중에 자소서 내용 질문할 때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읊으셨다.)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교수님이 ‘긴장됩니까?’라고 물으셔서 ‘넵’이라 답했다. 교수님께선 ‘생
기부 기반 면접이니 긴장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바로 ‘생기부 보니까 반장이나 부반장 등 학교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죠?’라고 하셔서 ‘네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러더니 ‘동아리 활동은 많이 했죠? 열심히 활동했겠죠?’라고 하셨다. 그래서 속으로 당연한걸..이라 생각하며 ‘네’라고 답했다.
여기까지는 속으로 정말 ‘뭐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밑에서부턴 타이머 설정 후 받은 질문들
Q 어느 종류의 동아리 활동을 했나요?
A (이때 답변을 시작하니 교수님께서 급히 타이머를 키셨다.) 저는 수학동아리랑 해양소년단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Q 동아리에서는 장 같은 거 한 적이 있나?
A 수학동아리에서 차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Q 수학동아리는 현재 꿈(아랍문학번역가)이랑 상관없는데 왜 들어갔나?
A 원래 경찰을 희망해서 수학이 논리적인 사고에 필요하고 경찰이라는 직업에 필요한 과목이라서(예상 질문이 아니어서 말
도 꼬이고 얼버무렸다.) 수학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 그럼 진로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수학동아리에 있었네?
A 수학이 체계적인 사고에 필요하고 생활에 많이 실용적이라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후기는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말했다.)
Q 그럼 수학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
A 저는 아랍국가를 문명의 용광로라고 부원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음...부원들이 뭐 아랍국가에 대해 좋은 말을 하던가? 뭐 변화같은 게 있었나?
A 네. 부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랍하면 테러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원들에게 우리가 배
운 수학이 사실 아랍국가에서 많이 발전되어왔다고 말하니까 그런 건 정말 몰랐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Q 아랍문학번역가가 꿈인데 어떤 종류의 아랍문학을 번역하고 싶나?
A 저는 아랍국가의 식민지 문학을 번역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꼬리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셔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걸 그랬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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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아랍어 통역 같은 거 해본 적 있나?
A 통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Q 그럼 아랍어 수업시간에 번역활동을 한 적은 있나?
A 학교 수업시간에 아랍어로 동화 라푼젤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Q 자소서에 보니까 이집트 소설 야쿠비얀 빌딩을 읽고 이집트 고유문화를 알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소설을 읽고 이집트에 대해
서 알게 된 거 있나?
A 저는 야쿠비얀 빌딩을 읽고 이집트가 독재정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꼬리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셨다. 준비했는데.. 너무 짧게 말했나)
Q 아랍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아랍 문학 좀 읽었겠네. 뭐 읽었나?
A 2학년 때는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쿠쿠 수단 카바쉬’, ‘우리 동네 아이들’, ‘야쿠비얀 빌딩’을 읽었고, 3학년 때는
‘프랑스어의 실종’이라고 알제리 여성작가가 쓴 아랍문학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프랑스어의 실종이라서 일부러 그 책만 작가 출신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아랍 문학을 주로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셔서 책들을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후에 들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말할 때 작가 이름이랑 같이 얘기할 걸 그랬
다고 후회했다.)
Q 자소서 보니까 학업계획으로 국어국문학을 복수 전공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국어국문학을 복수 전공하면 아랍어 공부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A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당황하고 얼버무렸다.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교수님께 부탁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그냥 네 생각을 말하면 된다고 당황할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저는 학교에서 3년 동안 아랍어를 배워왔고, 국
어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Q 아랍 문학을 읽으면 한국문학이랑 많이 다를텐데, 읽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A 네. 아무래도 처음엔 아랍국가가 한국과 문화가 다르다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아랍문화를 숙지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
렸습니다.
+) 아랍문화를 숙지하는데 오래걸렸구나~ 그럼 지금은 책을 읽으면서 아랍문화에 익숙해졌나?
A 네. 학교에서도 3년 동안 아랍문화를 배웠고, 아랍문학도 꽤 많이 읽은 편이어서 지금은 익숙합니다.
Q 학교에서 아랍어 배우면... 아랍인들이랑 교류도 해보고...(여기까지 말씀하셨을때는 1학년 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랑 교
류한 거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랑 교류한 내용 물어보실 줄 알았다.)아랍인 원어민 선생님도 있을테고... 원어민 선생
님이랑 얘기 많이 해봤나?(그리고 뭐지? 싶었다.)
A 네. 원어민 선생님과 조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후회했다. 여기 뒤에 더 다른 말을 덧붙였어야 했던 거였나 싶었다.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났다...)
여기서부턴 갑자기 교수님 두 분이 눈빛을 주고받으시더니 생기부 기반이 아닌 생판 모르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Q 이란과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런데 이란이 미국의 유전 선박을 통과하
는 것을 막고 있다.(질문이 맞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난다..) 그것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위기인데 미국이 한국에게 협
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한국이 협조를 하면 이란이랑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을 도와줘야 할까
요, 아니면 도와주지 않아야 할까요?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
까 너무 부담가지지 말고 편하게 답하세요.
A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 번만 더 말씀해달라고 부탁했고, 속으로 이 질문은 왜 하는 거지
하면서 엄청 당황했었다. 그리고 완전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서 질문을 상기시키는데 꽤 오래 걸렸다. 아랍관련시사로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쿠르드족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저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
재 많은 교류를 해왔고, 석유는 굉장히 유용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 정말 아무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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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하나 물어볼게요. 석유 관련한 거니까 석유.. 석유..(여기서 석유를 굉장히 강조하셨다.) 석유 물가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석유 물가가 높은 게 한국에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석유
물가가 낮은 게 한국에 이득이 될까요?
A 저는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서 수입하고 있는
입장이고, 석유가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기 때문에 석유 물가가 하락하면 값싸게 들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도 그
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교수님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을 거 같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교수님께는 한국은 석유를
수출해서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던 것 같다.)
Q 시간이 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저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사람입니다.(이때 타이머가 울려서 계속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계속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저는 1학년 때는 아랍어를 소홀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아랍문학번역가라는 꿈을 정
하고 난 후, 3학년 때까지 미약하지만 꾸준히 아랍어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명지대학교 아랍
지역학과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번엔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기소개랑 함께
마지막 말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랍지역이나 중동 이슈는 꼭 숙지해두고 가자.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융합공학부

면 접 방 법

∙ 한 대기실에 3개 학과의 면접자들이 대기함.
∙ 가번호을 배정받음.
∙ 면접관 한 명은 생기부관련 질문하고 다른 한 명은 자소서관련 질문을 함.
∙ 면접시간은 딱히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9~10분 정도 소요되었음.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고등학교 입학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전을 보고 충격을 받아 4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인공지능, 로보스틱, 드
론 등 IT분야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계를 허물고 있음. 그래서 한 분야가 아닌 융합공학에 도전함.
Q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이를 아나요?
A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냐? 없냐?
Q 다른 대학교와 다른 융합공학부의 특이한 점을 알고 있습니까?
A 학부 커리큘룸을 아느냐? 의 질문이라 생각들어 외운 대로 말함.
Q 영어 UCC 관련 상을 받았는데 어떤역할을 맡았나요?
A 방송부원이라 스트립트 짜는데 익숙하고 대본을 직접 작성함.
Q 그럼 스크립트 영어일 텐데 한국에는 있고 영어권에서는 없는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A 아는 대로 답변함.
Q 푸리에 변환이 무엇인가, 아두이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C언어에 대하여 아는 문법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A 알고 있는대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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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소서의 하이퍼 커넥트 시스템 기술이 무엇인가요?
A 차량 vs 차량, 인프라, 사람 등을 연결하는 기술
Q 자소서의 ABS, ESC 기술이 무엇인가요?
A ESC 기술는 쏠림현상 방지 기술, ABS 기술은 바퀴에 락 걸리는 거 방지 기술

기타 유의사항
성적이 낮으면 전공관련 지식, 정의 등 다 훑어보기!!(자소서, 생기부 등만 질문함.)
독서 했던거 모두 다 훑어 보고 가기.

전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저는 하루 전에 명지대학교에 들려 함박관을 가 보았고, 실제 면접하는 장소가 개방되어 있어서 연습 해 볼 경
험이 있어 덜 긴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반이라 12시 20분 입실이였고 11시 30분쯤 도착해서 연습을
하다 12:00~12:20분까지 입실을 하고 전자기기같은 소지품을 다 걷고, 12:30분부터 기초자료작성을 시작하였
습니다. 순서는 입실을 하면 알 수 있었고, 기초자료를 20분 작성을 한 뒤 순서대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면접관분들이 두려웠지만, 많이 웃어주시고 긴장을 풀게 해주시는 멘트를 해주셔서 상대적으
로 덜 긴장할 수 있었습니 다.

질문 및 답변
[ 기초자료작성 ]
Q1

미래에 꿈과 입학 후 뭘 하고 싶은지?
A 저는 3D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디지털논리회로, 컴퓨터 그래픽스, 신호 및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고, 이런 경험 을 토대로 3D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하여 대중
들에게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홀로그램 기술을 보급 해 주고 싶습니다.

Q2

과학 활동과 관련하여 쭉 해왔던 것
A 저는 과학 실험반을 하였습니다. 4인 1조로 약 2달 동안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한 비행기 만들기 라는 주제로 실험해 왔
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 친 구들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서히 완성도를 높
여 마그누스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양 옆 전동기의 회전방향이 다른 점과 전동기의 심한
진동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 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직접 납땜을 하여 전선의 위치를 바꾸고, 컵과 전
동기 사 이를 글루건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결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확인과정을 통해 과학 이
론을 바탕으로 적용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훗날 제가 3D 홀로그램 개발자가 되어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3D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어 꿈에 대한 열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Q3

미래에 하고 싶은 것과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은지?
A 저는 미래에 3D 홀로그램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한 3D 홀로그램 개발자가 아니라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3D 홀로그램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 변화 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기후 변
화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하여 생기는 배기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원격 회의같이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홀로그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이동도 줄이고 에너지 자원 낭비도
줄여줌 으로써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사회적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 실제 질문 ]
Q1

긴장을 풀기 위해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기초자료 1번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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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초 자료에서 쓴 과학 활동에 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과학 실험에서 비행기 원리?
A 몸체를 -스티로폼으로 구성하여 무게를 줄였고, 날개는 전동기와 원통형 컵을 연결시켜 컵이 돌아갈 때 유체의 속도차이
에 의한 압력차를 이용한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하였습니다. -꿈이 홀로그램 개발자인데 이것과 관련된 활동? - 저는 직
접적으로 홀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이 없었지만,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한 비행기 만들기라는 활동에서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적용한 장치를 만들어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Q3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기하와 벡터입니다. 처음 기하와 벡터를 풀 때 정의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항등식이 계속 나
오는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하 고, 안 풀리는 문제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끊
임없이 고민 한 후에 얻은 답이 정답이였을 때 저는 성취감을 얻었고, 이 성취감 때문에 기하와 벡터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꼭 명지대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은 후 우리나라가 3D 홀로그램 기술 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면접 기출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각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질문들을 엮어나가면서 외우고 이해하는 과정
이 꼭 필요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정보통신공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수험번호, 이름, 출신 지역 등을 밝혀서는 안 되고 본인 확인 후에 가번호를 받습니다. 면
접을 보기 전에 20분 동안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가번호 순서대로 한명씩 들어가서 1(본인):2(교수님)로 면접을
봅니다. 5분 타이머를 재고 5분 동안 교수님들 질문에 대답하고 타이머가 울리면 면접이 끝납니다.

질문 및 답변
기초자료에는 지원동기,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보람을 느낀 일 중 가장 기억나는 것,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
지를 물어봤습니다.
Q1

언제 경기도(대학 지역)에 왔어요?
A 어제 왔습니다!

Q2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초등학생 때 한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당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정보 보안에 관심이 생겨
서 지원했습니다.

Q2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 분야와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은?
A 고등학교 정보시간에 ‘엔트리’와 ‘프로세싱’이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 배워보니 어땠나요?
A ‘엔트리’는 쉬워서 빨리 배웠고 ‘프로세싱’은 전부 영어고 전문용어도 많아서 어려웠는데 점차 하면서 익숙해지고 흥미가
생겨서 더 자세히 배우고 싶고 다른 코딩프로그램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2

이 분야와 관련 있는 책이 읽었나요? 무엇을 읽었나요?
A 스티브잡스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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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나요?
A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물건인데 스티븐잡스가 만들어냈을 그 당시에는 엄청 혁신
적인 물건이었던 게 인상적이었고 저도 스티븐잡스처럼 혁신적인 인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2

후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없어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은?
A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번역하는 직업은 없어질 거 같고 보안 관련 직업이 다양해질 거 같습니다.

+) 인공지능 코딩을 확실히 해서 보안을 강화시키면 사람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A 인공지능도 기계인지라 해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 직업은 강화 될 거 같습니다.
+) 코딩을 더 확실하게 해서 보안을 강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4-2랑 비슷한 질문)
A 기계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킹이나 조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출문제가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거 참고해서 면접 준비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면접 본 순서대로 퇴실하고, 자기 면접차례가 올 때까지 면접 준비 자료 볼 수 있습니다.
수험표랑 신분증은 꼭 챙기고,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필기구도 꼭 필요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정치외교학과

면 접 방 법

2대 1, 5분간의 면접으로 진행됨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Q2

언론인 중에서도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가?
A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Q3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위에서 압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그것은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교내 활동 중 성취감을 제일 느낀 활동은?
A 방송부에서 학생회와 협력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정은 힘들었지만 반응이 최고여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5

언론이 요즘 말이 많은데 아나운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Q6

아나운서가 되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A 내가 영향력 있는 아나운서가 되면 뉴스의 시청 또한 늘어나고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7

국제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우고 싶은가?
A 미·중 무역 전쟁 등이 일어난 것은 서로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따라서 각국이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세계화를 위
해 노력할 방안을 찾고 싶다.

기타 유의사항
기초자료 20분이 짧으니 쓰는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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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정치외교학과

면 접 방 법

10분 생기부/ 자기소개서 기반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 지원동기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수상내용 동아리활
동 내용, 시사내용 기반으로 많이ㅠ물어봅니다. 정치외교 과 특성상 시사는 많이 물어 봅니다.

질문 및 답변
Q 블라인드라 자기소개 없습니다. 지원동기?
A 저는 국제사회 속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과 되는 국제부 언론인이 되고자합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어떠한 언론인이
될것인가? 라는 물음을 구체화 해왔습니다. 언론 자율동아리인 대현일보를 통해서 문화부기자 사회부기자도 경험했지만
3학년 때 국제부기자 역할을 맡으면서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흐름을 전달하는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이 되자는 목표를 세
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 봉사를 추구하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가 가장 최선의 선택.
Q 봉사활동이 상당히 많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A 언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 하나는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
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 이러한 경험을 토
대로 명지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봉사정신을 잊지 않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Q 양성평등글짓기에서 2등 했는데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A 소셜 미디어나 뉴스에서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남녀 갈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는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남녀갈등을 언론이 완화하기보다 더 자극적인 기사로 남녀 갈등을 더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을 소비하는 국민들 또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언론활동이 이
어진다면 아마 남녀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 합창단 했는데 노래 좋아하나요?( 갑자기?)
A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아마 합창의 매력은 소프라노와 알토가 파트를 나누어 하모니를 이루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언론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합창과 많은 닮음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가장 인상 깊은 독서?
A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책에서 다루는 기
아 문제의 원인은 자원의 한정성이 아닌 자본주의 국가의 이기심 떄문이라는 점에 분노하며 국제사회에서 기아와 난민의
현실과 그 부조리함을 꾸준히 제고하는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Q 걷는거 좋아하나? 걸음의 장점은 ?( 갑자기?? 아마 걷기 동아리 떄문일 듯)
A 걷는 것 좋아합니다 걷는 것의 장점은 평소 무심코 지나갔던 동네나 생활을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학년 거점형 수업을 할 때 제천시의 슬로시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경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걸음을 통해서 자연과 벗삼아 느림의 미학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준비한 말 –짧게
Q 근데 본인의 장점?
A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상냥한 미소인 것 같습니다. 상냥한 미소로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
고 훗날 부반장과 반장역할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그럼 그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 된 것은?
A 너무 적극적인 나머지 섣부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장과 동아리 부장역할을 맡으면서 친구
들과 소통하면서 피드백도 받으며 제 단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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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기타 유의사항
면접은 2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다. 친구들이랑 모의면접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국어선생님 역사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되었
지요. 후배님들도 선생님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학교에서 하는 모의면접프로그램 많이 참여하면 도움 많이 되요. 내 면접방은 준
비한 것에서 거의 나온 평이한 질문인데 같은 시간대 옆반 질문 들어보니 시사문제로 압박질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시사공부 많이 하시고 생기부는 10번이상 읽어주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중어중문학과

면 접 방 법

∙ 대기실에서 국어국문학과 지원 학생들과 같이 대기
∙ 가번호 스티커 받고 옷에 부착한 후, 순서대로 면접실로 불려감
∙ 2:1 면접으로 입학사정관 한분이랑 교수님 한분이신 것 같았음

질문 및 답변
Q 중어중문학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중국의 사회나 문화등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어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중국
이라는 나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활동을 해왔으며 중국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깸. 중국
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어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어 지원.
Q 꿈이 승무원인데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승무원으로서 제 2 외국어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자질이라 생각. 명지대학교가 실용적인 회화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전에 강한 인재로 성장하여 부드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승무원이 되고싶어서 지원.
Q 중국에서 관광을 억제한다면 우리나라 승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이때 당황해서 제대로 답 못했음..ㅠㅠ) 중국인들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해낼 만한 문화컨텐츠를 마련 한다면...~ (그냥
아무말)
Q 중국드라마 ‘치아문단순적소미호’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A 단순히 사랑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중국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중국에서도 교육열
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중국에도 수시와 정시가 있음이 흥미로웠다.
Q 중국어 시간에 중국의 관광지에 대해 조사한 적 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국의 호수인 ‘석호’ 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대륙의 엄청난 호수의 크기에 감탄하였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라고 생각하였다.
Q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A (하나는 ‘열정’ 하나는 기억이 안남..) 근데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한뒤에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서 영광? 기쁘다? 뭐 이런식으로 답함.
Q 본인이 생각하는 배려란 무엇인가요?
A 서로가 소통이 가능한 것~ (뒤에는 아동센터 봉사활동 갔던 경험을 말하며 이유를 말함)
Q 책 붉은 수수밭( 중국소설 )을 읽었다고 되어있는데 설명해봐라
A (뚜렷하게 줄거리를 간추리기 힘든 책이라서 기억나는 장면 말씀 드리겠다고 함)
붉은 수수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잔인함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인상깊었던 책이였다. ‘인간은 개만도 못하다’라는 대
사가 충격적이였고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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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

기타 유의사항
면접을 진~짜 잘보는 학생 말고는 면접 추천x.. 아무리 준비를 해서 가도 떨려서 아무말 하게 됨.
면접 분위기는 좋았어요. 두분 다 젊은 분 이셔서 뭔가 안심(?) 되었음.
답변도 중요하지만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조리있게 답하는지, 순발력을 보시는 것 같았음..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청소년지도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오전 9시까지 입실 후 (오후도 있음), 앞 사람이 면접을 진행하는 고사장에 들어가면 그 앞사람의 면
접이 끝나기 2분 전에 고사장 앞 대기석에서 대기.
신분증 검사를 끝낸 후, 휴대폰이나 에어팟 등의 전자기기를 수거해 감.
(다음사람만 고사장 앞에서 대기)

질문 및 답변
Q 자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할 텐데. 저희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질문을 한 개씩 드릴 거에요. 너무 긴장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A 네!
Q 네~ 그럼 첫 질문입니다~
Q 봉사를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죠~?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A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은 청소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신문 만들기 활동입니다. 팀을 나눠 조별로 홍보 신
문을 만드는 활동이었는데 저희 조의 주제는 ‘모자보건’ 이었습니다. 이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 열심히 만
들었기에 모자보건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학교에 저희 조가 만든 신문이 배포되어 사람들이
모자보건에 관심 가지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Q ‘마음챙김’에 대해 발표를 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 요즘 현대인들은 직장상사나 친구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자. 내 마음 먼저 챙긴 후, 상대방
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 하자.’라는 ‘마음챙김’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 그래서 마음챙김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나도 기분 나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 진
정한 후, 상대방을 이해해보려 하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기자.’라는 목표를 담은 것입니다.
Q 3년 동안 꿈이 심리상담사로 쭉 같아요.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가지게 계기와 입학 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우선, 제가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평소 선후배와 친구들의 고민이나 힘든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따뜻한 말 몇 마디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극복해 나가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
들을 보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명지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청소년지도학과 집단상담, 청소년복지론 등의 다양한 과목들을 배
우고, 청소년기관에서의 많은 실습 경험들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후에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Q 3학년 동아리 시간에 ‘햄버거 커넥션’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햄버거 커넥션’이란 게 뭔가요~?? 설명
해 주세요.
A ‘햄버거 커넥션’이란, 우선 우리는 햄버거 한 개를 먹기 위해 단순히 돈을 지불하지만, 그 햄버거 한 개에 들어가는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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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만듦으로서 수많은 열대우림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만들기 위해 목장을 만들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현상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이
때 교수님이 ‘목장을 만드는데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되는구나..’ 혼잣말 하심)
Q 동아리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해하셔서 조금 놀람)

‘인성키움 동아리’, ‘지성키움 동아리’라는 게 있네요? 제

가 생각하기에 보통 ‘동아리’ 하면 그냥 무슨 동아리, 머머 동아리 이런 건데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인성키움’과 ‘지성키움’
그리고 아침운동도우미까지.. (엄청 놀래셨음) 이게 다 뭔가요? 엄청 궁금하네요. ‘인성키움 동아리’와 ‘지성키움 동아리’ 그리
고 ‘아침운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네! 우선 ‘인성키움 동아리’는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며 주로 인성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동
인권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성키움 동아리’는 좀 더 학술적이며 탐구활동을 위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 아.. 그럼 ‘인성키움 동아리’와 ‘지성키움 동아리’ 모두 의무적으로 1개씩 가지는 거에요?
A 네! 맞습니다!
+) 아 그렇구나! 우와 되게 신기해요!!
A (너무 신기해하셔서 살짝 기분 좋았음) 그리고 ‘아침운동’은 아침자습 시간에 10분간 반 친구들과 함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활동으로 아침체조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 그렇군요~!!
Q 자기소개서에 청소년단원으로 활동할 때, 발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적
혀있어요. 어떤 갈등에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저희가 조원들과 함께 홍보 신문을 제작하였는데 그 신문을 다른 조들에게 발표를 통해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기에 모두가 발표하기를 꺼려하였고, 저는 팀장인데다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기에 제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고마워하였고, 발표자를 선정하는 일은 해결이 되었지만 팀원들 간의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팀장인 저는 팀원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발표가 부담이 되어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것
이라며 팀원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다독였습니다. 또한 ‘내가 책임지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신문을 잘 설명하고 올 테니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힘내자!’ 라는 말과 함께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이런식으로 답함ㅡ)
Q 자기소개서에 아동보다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며 아동의 능력을 언급하였어요.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을 말하며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A 물론 아동도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진행을 해야 하겠지만, 우선 아동은 주변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보
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나빠하는구나 혹은 기뻐하는 구나!’ 등을
판단하며 스스로 익혀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사춘기인만큼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고 성적
등의 고민들도 많아 더 힘겨운 시기이기에 그래서 저는 아동보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Q 네. 마침 10초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제 꿈은 심리상담사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담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감능력’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제가 명
지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명지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 두 가지 자질들을 키워,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대충 이
런 식으로 말했던 거 같네요,,^^)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청소년지도사’가 되겠습니다! (명지대 학종가이드북에
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인용) 그리고 저는 해결보다는 예방을 중요시 여기는 청소년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간에 면접시간 10분 끝났다는 알람 울려서 살짝 멈칫했는데 교수님들이 고개 끄덕이시면서 계속해도 된다고 하심. 그래서 끝
까지 말함)

기타 유의사항
1. 정말 생기부와 자소서에서만 나오니까 딴거 보지말고 이 두 개만 열심히 파기!!!
2. 긴장은 무조건 하지말기!!! 난 긴장 정말 하나도 안했었음!
3. 대답할 때, 질문을 한 번더 말하고 대답하자~ 예를 들어, 질문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묻는 것이라면 ‘제가 ㅇㅇ학과
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이라고 말하고 나서 대답을 하자!
4. 학생부종합가이드북이나 학과소개 등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인용해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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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는 대대로 면접 분위기가 되게 좋음~~ 그리고 원래 꼬리질문이 되게 많은 타입인데 나는 이번에 꼬리질문이 하나도 없
었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음!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이 정말 신기해하시고, 웃어주시고, 몰랐던걸 알게 된 듯 한 반응들도 있어서 면접 중간중간에 나도 좀 신
기하고 기분이 좋았음.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관 두 명과 학생 한 명이 면접을 진행함.
-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는 안내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 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됨.
- 면접시간은 약 9분

질문 및 답변
Q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A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과목은 정보입니다. 정보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제일 즐거웠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프로그래
밍 언어를 바탕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보 수업은 제게 있어 수업이 아닌 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Q 그렇다면 싫어하는 과목은?
A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였습니다.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철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견해들을 맞춰보고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Q 프로그래밍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말하자면?
A 저는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 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민합니다. 프로그래
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고민해 보
는 것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차이점을 말해보라.
A 프로그램은 순서에 맞춰 실행됩니다. 그렇기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한 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것은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기에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
니다. 그것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Q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나?
A 제가 소프트경진대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RPG게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몬스터를 잡아 경험치를 올리는 시스템을 구
현하였고, 저만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 각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게임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가 잘 아는 장르를 통해 저의 재능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Q 자신이 왜 프로그래밍에 적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A 일단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또한 발생한 오류를 고치는 것도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Q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보겠다. 유리구슬이 하나 있는데 10층 건물 어디에서 떨어뜨려야 깨지겠는가?
A (5층에서 떨어뜨린다고 함)
Q 5층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A (여기서 당황해서 뭐라 답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Q 5층에서 떨어뜨려서 안 깨졌으면?
A 5층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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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깨졌으면?
A (여기서 또 당황해서 답변 못 하고 생각만 하고 있음.)
Q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라.
A 저는 저의 가장 강한 장점인 끈기와 열정( 뒤에 뭐라 얘기를 더 했음. )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라도 끈기없이 도중에
오류 고치기를 포기한다면 절대 좋은 프로그램이 탄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자기 유인물 꼭 들고 갈 것! 깜빡하고 안 들고 가서 2시간 동안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음.
-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들어간 면접장은 압박 면접이 조금 있었음. 긴장 풀리다가 면접위원의 한마디에 다시 긴장할 수 있
으니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명지대가 생각보다 언덕 높은 곳에 있음. 면접시간에 늦을 수도 있으니 더 빨리 출발할 것
- 면접보다가 알람 울려도 말하고 있으면 안 끊으니 당황하지 말 것! 계속 할 말 다 하면 됨.
- 가기 전에는 생기부랑 자소서 기반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있음. 그래도 한 번 훑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선
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행정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인원 : 지원자 1명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수험표, 신분증

질문 및 답변
Q 아침먹고 왔어요?
A 안 먹고 왔습니다.
Q 자소서에서 질문할 건데 편안하게 하세요.
A 네.
Q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있나요.
A 저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안하여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행정직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문제해결
을 목표로 하는 행정학과에서 법,경제,사회,정치 등을 배워 문제를 더욱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우고 법제도를 실
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절차를 배우고 싶어서 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행정학과에서 다양하게(폭넓게) 배우기보다 얕게 배워서 실망할 수도 있을텐데?
A 행정학과가 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융합적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해 실망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Q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령화가 경제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A 저는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부채비중의 측면에서 끌어냈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해 늘어난 생계형
대출이 가계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문헌 연구법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사회보장적인 측면, 금전적인 측면에
서의 해결방법을 찾다가 앞서 조사한 실버산업을 해결방안으로 하여 금융보험 분야,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봉사활동을 하나를 되게 오래했는데 환경정화 활동을 오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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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교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의 입장 또한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도와
주려고 했고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Q 영어 과목으로 멘토 멘티를 했는데 만약에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일단 저랑 같이 하자고 할 것입니다.(웃음) 저는 저랑 친구가 함께 한 등급씩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같이 배운다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가 혼자 한다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 때도 있고 불안하고 혼자라서 외로울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앉아 같이
버틴다는 느낌으로 힘을 줄 것 같습니다.
Q 만약에 의욕이 없고 대충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A 공무원 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게는 충성과 헌신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다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적용에 대해 문제점을 살필 것입니다.
Q 가장 의미있는 책?
A 공무원이 말하는 공무원입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서 직업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 분의
마음가짐에 자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일화가 있었는데,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사망사실을 인지한 후에만 발
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우긴 주민분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민 분께서는 더 높은 직급에 따지겠다고 하셨고, 이에 공무
원분께서는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법적용이 올바르게 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법이 열려있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엄격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이 생길 시 속상해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올바른 제도와 적용의 필요성까지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의미 있었습니다.
Q 행정직 공무원 말고 다른 꿈을 가진 적이 있나요?
A 저는 1학년 때 교육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교사를 진로로 희망했고 교육적인 분야 말고도 다양한 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진로를 희망하고 싶어져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중 나의 직업 공무원이라는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행정직 공무원의 민원을 해결하는 지원적인 해결사적인 성격에 저의 진로에 적합하다고 느꼈고,
행정실 실장님께서 관공서의 일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진행함.
여러 학과가 하나의 대기실을 나눠 사용함.
가번호를 지정받고 번호가 불리면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잠시 대기 후에 면접이 진행됨.
2대1의 형식으로 진행됨.
총 10분의 시간 중 9분 동안 면접이 진행됨.

질문 및 답변
Q 오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용인역이 따로 없어서 기차역이 헷갈렸습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Q 화학공학과에 오기 위해 준비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진로희망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Q 르 샤틀리에 원리가 뭔가요?
A 평형상태인 계에 어떠한 화학적 자극을 준다면 그에 대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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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원리가 산업공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왜 인가요?
A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요?
A 저는 ㅇㅇㅇ작가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화학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에는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준 다양한
화학적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산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로울 줄만 알았던 산소도 너무 고농도로 존재한다면 화재발생률을 높이고 인체의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일론 합성실험이 떠올랐습니다. 이 실험으로 인체에게 해로운 물
질로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해롭거나 반대
로 이로운 물질이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인간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
억에 남습니다.
Q 3년 동안 상을 꽤 받으셨는데, 가장 자랑하고 싶은 상은 무엇인가요?
A 저는 2학년 때 받은 발명아이디어 최우수상을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대회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의 물건을 아
이디어로 그림으로 그려 글로 설명해서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이를
메테인으로 만들어 가정용 보일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계를 아이디어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배운 지식들을 이용하여 발명해낸 저만의 가상기계로 상을 받은 것이기에 저의 노력이 가득 들어간 상이라고 생각하여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은 무엇인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은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화학실험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나일론 합성 실험입니다. 최초의 합성섬유
라고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것을 직접 만들어 봤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된느 고분자물질을 만들어볼 수 있어
저에겐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 2가지인 헥사메틸린디아민과 염화아디프산으로
도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중들의 화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자 모
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만들겠다는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Q 봉사시간이 많은 이유
A 봉사를 통해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Q 에스터화 반응?
A 산과 알코올로부터 에스터를 만들어 내는 반응
Q 에스터?
A 산과 알코올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
Q 알코올?
A ...
Q 촉매?
A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소진되지 않고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는 물질
Q 무슨 원리로 작용하니?
A ...
Q 학교에 입학한다면 하고 싶은 것?
A 저는 본교에 입학한다면 학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이유
Q 유기화합물이란?
A 탄소가 들어가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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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이 학교에 입학해서 전학생에게 1회 이상 주어지는 국외 대학프로그램을 통해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이유

기타 유의사항
- 제발 떨지 마세요. 떨면 아는 것도 기억 안나요.
- 모르는 거라고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지 말고, ‘이후에 알아보겠습니다.’나 ‘지금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이 안난다.’등의 말로
돌려서 얘기하세요.
- 들어가면서 크게 인사하면 좋아하시고, 당당하게 면접에 임하세요. 기어들어 갈 이유 없습니다.
- 사람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서 생각보다 대기시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
까지 생기부랑 자소서 꼭 정독 2번이상은 하고 들어가세요.
- 면접장 추울 수도 있으니 여러 겹으로 옷 입고 가시고, 에어팟이나 버즈는 되도록 놔두고 가세요. 까먹고 안내면 부정행위입니다.
- 솔직히 저렇게 열심히 말해도 교수님들은 별로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최대한 교수님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 생각보다 말할 시간을 별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1분 이내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놓고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하
세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꼭 가고 싶은 대학 모두들 붙길 바래요! 21학번 친구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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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IT융합응용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

10분간 면접진행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저의 꿈은 IT공학자라고 밝히고 2학년 융합주제 발표대회 때 ‘카운팅 기능이 들어간 운동기구’를 만들며 꿈을 갖게 됬다
고 밝힘. 그리고 부경대 IT융합응용공학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진로 계획 밝힘.

Q2

컴공과와 IT융합응용공학과의 차이
A 둘은 비슷하지만 컴공은 컴퓨터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다고 생각하고 iT는 그것보다 더 사회와 복합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Q2

방학 도중 읽었던 전공 관련 서적
A 쉽게 따라하는 아두이노 책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대해 더 학습했다.

Q2

앞으로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A 앞으로 사회에서는 많은 해킹과 빅데이터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앱이나 체게에서 해킹이 없도록 방지
해야 할 것 같고, 빅데이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빅데이터를 처리하게 해줄 것을 개발할 것이다.

Q2

코딩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A 조건문이 영어로 되어있어 외우기가 어려웠다.

Q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OMR거기서 적어야 하는 거 알고만 있으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번호와 이름이 자리에 적혀있음. 자기자리에 착석
차례가 되면 면접고사실에 가서 교수님 2명께 OMR작성한 거 드리고 10분동안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 동아리에 댄스동아리가 있는데(1,2학년 다) 안무짜고 춤추는걸 잘하나요?
Q 봉사활동에 요양원이 있는데 가서 느낀점, 배운점
Q 학급 사이버폴이 뭐하는 건가요?, 활동하면서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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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소개서 2번에 보건거점학교를 했다고 하는데 인상깊은 활동은?
Q 1,2학년 질병지각이 2개씩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각을 했나요?

기타 유의사항
- 생각보다 자소서말고 생기부 질문이 많았어요. 신기하거나 별로 보지 못 했던 거, 궁금한 거 위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소서는 1,2번 위주로 보고가면 될 것 같고, 생기부 꼼꼼하게 보고 가세요.
-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교복착용은 안되고, 대기실이 생각보다 더우니까 굳이 두껍게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은 꺼서 제출해
야하고, 자료 정리한 종이 말고 모든 전자기기는 제출해야하니까 노트북에 자료정리해서 가져오지 날고 종이에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2대1면접(10분 가량) 면접관 2 피면접인 1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부경대 마케팅 동아리인 MAC활동에 참여하여 나만의 저비용 고효율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서 향후 기업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고 싶다. 산업체 견학 프로그램, 부경 비즈넷 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이 국내 및 국제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고 싶다.

Q2

경영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A 리더쉽, 그럼 리더쉽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넵

Q2

학교에서 배려나 나눔 또는 봉사활동 말해 보세요.
A 라오스 캄보디아에 한글 동화를 영어로 변역한 것을 설명함.

Q2

계획하고 실행해서 성적이 향상된 과목
A 국, 영, 수 모두입니다.

+) 그럼 계획, 실행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어떤 격려나 또는 반대로 낙담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나?
Q2

남들보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
A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잘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2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대학교 로고가 상징하는 것처럼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나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상세한 질문을 하며 이에 대한 대답도 생기부나 자소서에 근거해서 개인적 의견과 소
신을 표현하는 답변을 해야 면접관의 표정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함.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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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 절차 : 대기실에서 번호를 받은 뒤 대기 , 두 개의 면접 실을 이용해 나누어 들어감.
면접 시간 : 면접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10분
면접위원수: 입학사정관 1명 학과 교수 1명, 두분다 자소서, 생기부 기반으로 질문하였음, 입학사정관분은 면접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시려는 감이 있었음.

질문 및 답변
Q1

부경대학교 오니깐 어떠세요? 좋아요?
A 두 번째로 학교를 와봤는데 평지라는 점이 정말 강점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Q2

그럼 다른 부산의 대학도 가보셨으니 평지라는 점이 강점이라 하셨나봐요?
A (부경대 말곤 부산에 있는 대학 어디도 면접 안갔는데 물어보셔서 당황;)

Q2

늘 물어보는 것처럼..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
A 저는 고등학교보단 상대적으로 큰 사회인 대학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많은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견문을 넓
혀 우리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표정이 ??하시면서) 끝이에요?. 너무 짧은 것 같으니 다음 답변부터는 길게 해주세요.
A (매우 당황:;)

Q2

고등학교를 생활하며 학생의 진로에 관련 있는 활동을 해본 경험을 말해보아라.
A (3학년 때 실시한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회계부장을 맡으며 경영의 필수과목인 회계에 관한 활동을 한 점을 답변함.)

Q2

자소서에 부원들과 갈등사례가 있다 어떻게 극복하였나?
A (~~~ 잘 답변함~~~)

Q2

자소서에 모의주식관련 활동한 점이 있다 무엇인가 말해보아라. + 교수님: 진짜 주식관련 활동을 했어요?
A (이때가 기회라 싶어서 매우 자세히(매수한 주식과 수익률을 말씀드림) 답변함)

Q2

(면접관님이 나의 생기부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 봉사시간이 월등히 많네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보이고 매우 훌륭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독서활동이 부족하고 성적이 낮은 경향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상승적인 경향을 보여 이것을 어필) + 1학년땐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학교생활
에 방황을 하여 생기부를 챙기지 못하였음.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 목표가 생기고 인문계열을 진학하여 흥미있는 과목이
주로 편성되어 있어 성적도 갈수록 상승하였던 것 같다~~~(일단 조리있게 말했음)

(내신과 독서가 부족한 점을 들어 공격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부족한 점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이뤄낸 과정과
결과를 설명 해드리니 매우 만족하신 모습이었음)
Q2

(전공 관련 책 20권 정도를 읽었는데.. 독서 부분 질문에서 3학년 역사시간에 숙제로 인하여 적은 역사책에 대해 어떤 책
이냐고 물으심)
A (다행히 흥미 있게 읽어서 기억이 남),답변 잘함.

기타 유의사항
1.
2.
3.
4.
5.

자소서 생기부 기반 면접이다
생기부의 부족한 점을 질문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더욱 성장하게 된 나를 표현 할 수도 있음.
긴장하지 않는 게 중요하는 것 같다.
전공 관련 책을 25권정도 읽었지만 부족하다고 하였다. 부경대학교는 독서활동을 중요시 하는 듯하다.
(성적은 당연히 중요시 하고, 하지만 성적관련 질문은 하나였고 나머지는 나의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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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이며, 한 명씩 들어가 진행

질문 및 답변
Q 경영학부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A 경영학부에 지원한 동기는 경제를 배운 경험이 큽니다. 경제를 공부하며 많은 흥미를 느꼈고 특히 기업경영에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그렇게 경영관련 진로를 알아보다 마케팅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생회 활동을 하며 행사 홍보 회의를 할 때
도 많은 흥미를 느꼈고, 적성검사에서도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생기부를 보니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마케팅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원하는 제품이 무엇
인지, 어떻게 해야 더 관심이 가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최근 마케팅 관련 이슈를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A 이슈를 찾아보기보다 마케팅 사례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사례였습니다. 창문이 없
어 밖을 볼 수 없기에 시간대를 알 수 없고, 시계가 없어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쇼핑 하라는 의도가 담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알고 저도 백화점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쇼핑한 경험이 있어 신기하였습니다.
Q 마케팅을 하기 위한 자신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A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친구들의 고민을 자주 들어주고, 친구의 입
장에 공감해 본 뒤 조언해주기 때문에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
이 중요한데,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능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Q 친구와 협력하여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A 네, 흡연예방 콜라주 대회에서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잡지, 신문 등 여러 재료를 콜라주하여 포스터를 만든 경험
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 2명과 함께 심폐소생술 대회에 참여해 상황극을 만들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대회도 참여해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럼 학생은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A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Q 부경대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A 네, 부경대학교 입학처를 찾아보니 마케팅 동아리 MAC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마케팅 캠프와
같은 다양한 행사 기획과 참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아리 활동이 알차다고 느꼈습니다. 부경대학교에 와서 학과 공부
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하며 저의 꿈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Q 독서활동 중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까?
Q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습니까?
Q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본 일이 있습니까?
Q 학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타 유의사항
두괄식으로 말하기
편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쉬움
자신의 경험, 진로와 관련지어 말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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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경제학부

면 접 방 법

처음에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부르면 면접실 앞에 대기, 2:1 면접하는 방식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Q 경제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세요.
A 중학교 시절부터 경제 기사와 뉴스를 조금씩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융위기와 국제경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고2때
접한 경제과목을 통해서 그 흥미가 더 극대화되었고 예전부터 좋아하던 수학도 활용할 수 있는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매
력적으로 느껴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봉사시간이 대부분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보통인데(1학년 61시간, 2학년 , 3학년) 1학년 때 봉사상을 받았네요? 어떻게 받
은 거죠?
A 학교에서 한 학년에 60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봉사상을 주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Q 3학년 때 수상 경력에 동아리상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A 3학년 때 경제다큐감상반에서 기장을 맡아 상을 받았습니다.
Q 경제학부를 오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먼저 사회의 경제와 재정의 흐름을 읽을줄 알아야 하고 그래프 분석을 많이 하므로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Q 3학년 때 꿈이 경제관련 전문가인데 구체적으로 말해주겠어요?
A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저의 성향에 맞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 경제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경제학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A 저는 노동경제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Q 3학년 도서 중에 경제학 콘서트가 있네요. 인상 깊은 내용을 말해보세요.
A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현상들을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책으로써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민은 할인가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로 디즈니랜드 입장료를 지역 주민에게는 할인을 해줄 경우 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단, 한
번씩만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입장료가 비싸더라도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가깝기도
하고 오히려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Q 부경대학교에 오게 된다면 뭐를 공부하고 싶어요?
A 경제학의 다영한 분야에 대해 심도깊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사경제연구회와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여 강의실에
서 배운 지식들을 시사경제 흐름을 읽는 곳에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어와 중국어 같은 외국어공부에도 충
실히하여 교환학생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있나요?
A 부경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하게 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밝은 성격과 강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
인관계를 이루며 경제학 공부 또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경제와 재정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경제 분석 전문가라는 저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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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경제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1명 (면접 약 10분 내외 ,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전 대기실에서 OMR카드 작성 ( 수험번호, 학과명 등)

질문 및 답변
Q1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일단 먼저 준비해온 지원 동기부터 말씀해주세요.
A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가 저에게 많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인사이드 잡의 ~내용을 바탕으로 ~꿈을 가지게 되어 부경대
학교 경제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영화 인사이드 잡을 어떤 계기로 보게 되었고, 느낀 점은 ?
A 2학년 때 소인수과목 선생님께서 제가 경제관련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천해주셨습
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길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금융인들의 모습
을 보고 분노심이 생겼었습니다.

Q3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A 1,2학년 자율동아리였던 RCY에서 참여했던 태연재활원 (인상적이었던 스토리 얘기함)

Q4

(자소서)경제 신문 읽었다고 되어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주제는?
A 미중무역분쟁을 주제로 미국이 기축통화보유국이기에 무역에 흑자가 나면 실제로 세계에 도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음.

Q5

시사토론 동아리에 참여했는데 가장 경제와 관련된 주제는?
A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제로 가구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측의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Q6

경제학과인 만큼 사회현상에 관심이나 수학 능력?
A 수학을 어려워했지만 수학 성정 향상 스토리

Q7

대학생활 계획 (과목이나 동아리 등)
A 꿈과 관련된 ~~한 과목을 수강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모의펀딩 등과 같이 실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
거나 참여하고 싶습니다.

Q8

부경대 경제학부 전공이 2개인데 어느 전공을 택하고 싶은가?
A 꿈과 관련하여 경제학전공을 택하여 ~~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학과 목표와 꿈을 관련지어 말함.

기타 유의사항
계속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노력해주셨고, 생기부 및 자소서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고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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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10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3년 동안 화공에서 전기공학, 다시 화공 및 고분자 연구원으로 꿈이 바뀐 이유와 고분자 공학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에 대해 말해보세요.

Q2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Q3

자소서 3번을 보니 화학부장 활동을 하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서 뭘 느꼈는지 설
명해 보세요.

Q4

3학년 때 수상한 과제연구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네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 주세요.

Q5

캐블라와 우블렉을 융합한 소재를 개발하고 싶다고 자소서 2번에 나와 있는데 대학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해보고 싶나요?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국제지역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10분 인성면접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90도 인사함)
대기실에서 OMR을 작성한거(면접관들이 하는 평가표) 들고 들어가서 주고 자리에 앉음
Q 이렇게 또 면접을 보러 와 주셨네요~ 기지개 한 번 키고~ 심호흡 하고~이러면서 긴장 풀어주심. 남자 면접관 두 분이셨는데
둘 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봤던 얼굴들이라 이름까지 외우고 있었음.
Q 첫 순서인데 긴장되지 않냐(1번이었음)
A 아니다. 오히려 교수님들을 더 빨리 뵐 수 있어서 영광이다. (진짜 하나도 안 떨렸음)
Q ODA일반자격증을 취득할 거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노력?
A KOICA 한국국제 협력단에서 출판한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교재를 구입해 꾸준히 공부중이다. + 더 말함
Q 국제 개발 협력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 동안 한 노력?
A 정규 수업시간에 국제학 혹은 국제개발협력학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으려
노력함. ‘개발도상국의 아동 노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를 주제로 수행평가 글쓰기, 나눔클래스 매니저 활동, Illac
Diaz (국제개발협력전문가는 아니지만 Litter of light 프로젝트를 진행해 필리핀의 빈민가에 도움을 줌) 관련 보고서 작
성 등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며 나중에 국제 개발 협력 전문가로서 활동할 때 필요한 역량들
을 키워 나갔음.
Q 혹시 졸업하고 나서 진로 계획 말해봐라
A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서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전공지식과, 동기들과 함께 세계시민의식을 키
워 나갈 것임. 졸업 후 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봉사를 약 2년 정도 갈 예정이다(‘방글라데시, 내 손을 잡아요’라
는 책에서 봤음). 그리고 귀국하여 KOICA에 인턴십을 지원해 약 6개월간 인턴으로서 활동한 후, 정직원으로 뽑혀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함께 힘쓰고자 함.
Q 반장은 3학년 한 번만 했는데 혹시 자소서 3번(인성)에 적은 거 말고 어려웠던 점을 통해 성장한 계기?
A 합반이 처음 돼서 어색할 때 체육대회가 열림. 반 단체 티셔츠를 결정해야 돼서 단체 채팅방에 친구들의 의사를 물어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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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답장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음. 나는 학기 초라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기가 조금 쑥스러운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음. 그래서 30명 한명 한명에게 각각 연락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는 내가 차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행동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8분 노크
Q 여기까지 와 줘서 고맙고 면접을 위해 준비한 게 많을 텐데 앞에서 물어본 거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다. 남은 2분은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A 그럼 제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서 개최하는 ‘무한 외국어 가요제’에서 부르고 싶다고 언급했던, 항상 마음속에 품
고 있는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있는데 한번 지금 불러봐도 될까요? 마이클잭슨 'Man in the mirror'불렀음(짧게)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이긴 한데 인성면접이고 20퍼센트 밖에 안 됨.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는 것 같았음.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국제지역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10분 인성면접

질문 및 답변
Q 국제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죠?
Q 국제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Q JPO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Q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Q 유네스코에서 일하려면 어떤 시험을 쳐야 하죠?
Q 국제지역학부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국제통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10분 인성면접

질문 및 답변
Q1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저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서 유튜브로 노래를 찾아 듣곤 했는데, 제가 듣는 노래를 일본, 중국, 미국 사람도 같이 듣고
즐기는
운동의
통상이
국제간

것을 보고 단순히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통상될 수 있음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최근 불매
영향으로 예전만큼 선뜻 일보제품을 구매하지 못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수능샤프까지 바뀌는 사태를 보며 국제
저의 일상과 밀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제통상을 좀 더 알아보고
통상의 가운데에 서 있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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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국제통상에 필요한 능력을 길렀는지?
A 2학년 때 또래상담동아리를 통해 수학성적이 고민인 이과친구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의 말을 경청하기
보다 그 상황 속의 저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했습니다. 이후 폴D티저의 성격을 읽는 법을
주는 데에 있다라는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어
통해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3

너가 문과였으면 높은 등급을 받았을텐데 라는 말을 해서 기분을 더 상하게
읽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핵심은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
원무지계 방식을 활용해 훨씬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수 있었고,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무역 분야에 꼭

국제통상학과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A 우선 소통하는 범위와 시장을 보는 안목을 넓힐 것입니다. 부경대학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외국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 언어, 문화들을 접해 소통의 범위와 안목을 넓히고 싶
습니다. 졸업 후에는 무역관련 기업에 취직한 후 대외교루본부와 같은 부서에 속하여 적극적으로 출장을 다니며 부경대
학교에서 교수님의 지도 하에 갈고닦을 능력을 빛낼 것입니다.

Q4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국제통상에 들어오기 위해 했던 노력?
A 저는 언어교환 어플을 통해 일본어를 독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현지인과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단어 등을 서
로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언어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결험을 살려 부경대학교에
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국제통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5

학교의 발전, 문제해결을 위해 힘썼던 경험?
A 저는 1,2학년 동안 학교 재활용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학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문
제가 있다는 것을 안 후 전교 학생회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환경부와 연계한 설문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더 크고 나르기 편한 쓰레기통으로 교체할 수 있었고 학교 쓰레기 문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3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기를 수 있었던 저의 장점을 교수님의 밑에서 더욱 빛내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10분 인성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저는 평소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해보며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과학 잡지나 기
사를 찾아보게 되면서 기계공학을 접하게 되었고 흥미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사물을 논리
적으로 다루고 세부사항과 응용을 객관적으로 시도하는 성격유형인 ISTP가 나오면서 이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
다. 저는 공장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자율 주행을 통해 무인 수송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기계와
수송 분야에 연계하여 제조부터 수송까지 한번에 처리하여 하루 만에 물건이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Q2

학기 중 인상 깊은 전공 활동
A 물리 교내 과학경시대회 준비로써 개념 연계에 부족함을 느낀 저는 친구들과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를 읽고 각 장마다 키
워드와 예증을 선택해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서로 비교해보면서 각 장의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예로 들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키워드는 에테르, 동시성의 붕괴, 뉴턴 역학, 질량, 로렌츠 변환 예증은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을 선택하였습
니다. 이 실험을 선택한 이유는 에테르를 증명하기 위해 한 실험이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었고
실패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것과 과거 물리학자들이 에테르에 관한 모순을 극복하는 과
정에서 에테르 끌림, 로렌츠 변환같은 수 많은 이론이 등장하였고 로렌츠 변환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쓰이는 것처럼
그 중 몇몇은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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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부경대학교 지원동기
A 부경대학교에 있는 공학종합실습센터에서 공작기계나 무인수송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제어시스템과의 연계를 실험해보면
서 진로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LINC+ 글로벌 커넥트 카페에서 원어민 강사와 대화하고 영
어 이력서를 작성하는 활동은 외국계 기업 취업 및 벤처 기업 활동 시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4

지원하고 싶은 회사 및 이유
A 한국의 드론 전문 업체인 아소아는 최대 1시간 동안 작동하는 수소연료 전지 드론과 동시에 회전하는 2개의 맞물린 회
전날개를 탑재하여 최대30kg의 화물을 들 수 있는 싱크롭터 드론들의 상용화를 준비하는 회사로써 지속가능한 엔진과
수송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Q5

리더쉽 사례
A 학급임원이 되었을 때 학급활동을 정리하여 알려주거나 수행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친구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환
경을 조성하였고 간접적인 도움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뒤에서 이끌어주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Q6

스털링 엔진에 대해 아는 점
A 4대역학 중 하나인 열역학분야의 기초 공부를 위하여 컴퓨터의 냉각펜과 소형원자로 킬로파워를 비교해보며 열역학 과정
중 하나인 스털링 엔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실린더 속에 압축된 수소나 헬륨을 가열-팽
창-냉각-압축 네 가지 과정을 반복하면서 피스톤을 움직여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리입니다. 온도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며 외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내연기관
과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주변에 친구들이 상처받을까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하지
만 저는 책임감이 강하여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룹 활동을 하면서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조원의 말에도 귀 기울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되 실행은 빠르게 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이지만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장기
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장점을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기계시스템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2:지원자1

질문 및 답변
Q1

기계와 관련된 과가 많은데 기계시스템공학부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A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교내 활동을 통해 제가 다른 어떤 과들보다 기계시스템공학부가

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느

끼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지원한 과에 대해 알아보았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A 교육 목표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더욱 세계적으로 나아가려는 이 과의 흐름을 보고 제게 있어 이 과가 저를 더욱 빛나
게 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Q3

봉사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자신에게 더욱 일깨워 준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
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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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지원한 학과에 대한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 학생 1 면접

대기실이 3군데정도로 나눠져있었고 면접장은 다른 층에 있어서 선배님들이 한 명씩 데려다줌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면접 분위기는 조용하고 딱딱함

질문 및 답변
Q 법 관련해서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네요 수레바퀴 아래에서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인거 같아요?
A 주변에 억압과 강요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Q 청렴ucc 대회가 뭐죠?
A 청렴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해 청렴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렴의식을 장려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Q 최우수 받았네요, 총 몇 명이 참가한 대회죠 ?
A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이고 대략적으로 10팀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최우수위에 상은 없는 거죠 ?
A 네 최우수상 위에 상은 없었습니다
Q Ucc 내용은 뭐죠?
A 생활 속 쉽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청렴에 관한 내용을 이에 맞게 개사하였습니다.
Q 축제 타이틀 2년 연속으로 수상했는데 타이틀이 무엇이었죠?
A () () 였습니다
Q 최근 법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로 인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적절한 처벌이 우선적으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벌 후에 재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게 어떻게 실현가능 하죠?
A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우선 낮추고 재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방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Q 학생 성격? 특성 중에서 법학과에서 도움 될 만한 것은 무엇이죠?
A 시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는 점이 이후 제가 법학과에 진학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법학
과에 진학한 선배들께서 법학 공부가 양도 많고 낯선 용어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포기하지 않는 특성
은 전문적인 법학 지식을 쌓기에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Q 꿈이 경찰인데 경찰 행정을 안가고 법학과에 온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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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꿈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종종 범죄 사건들을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 하는 법 뿐만 아
니라 우리 사회 속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등 다양한 법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또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폭 넓은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자소서에 관한 질문 없었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속 꼬리질문 하심
질문이 너무 많아서 면접 시간 꽉 채움 끝까지 물어봤었음
생각보다 시간 빨리감 노크 소리 들리면 8분 정도 지난 거임 (10분 면접시)

기타 유의사항
- 대기실에는 자리가 다 뛰어져 있고 자기 이름 붙어진 지정석이 있었음 화장실도 허락 맡고 가야 했음 OMR 카드에 수험번호
랑 이름 적고 들고 가서 면접 봄 각자 들고 온 거 쳐다봄.
-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자기이름 적힌 스티커 붙이고 폰 가방에 제출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두 분과 학생 한 명으로 면접을 10분 동안 진행하는 방식

질문 및 답변
Q1

법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A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피해자 구제 외에도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Q2

부경대 법학과에 와야겠다 하고 깨달은 계기가 있나요?
A 3학년 법과 정치 시간입니다

+) 법과 정치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A 법과 정치 시간에 법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부경대 법학과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다.
(근데 이 답변은 틀린 답변 같음 부경대의 장점을 언급했어야 하는데 ㅜㅜ아)
Q3

학교생활 중 특별히 목적을 세운 게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줄래요?
A 한국 지리의 성적을 올리겠다, 표를 풀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친구들과 문제 창작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 시켰다,

Q4

법과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A “너울의 꽃을 던지고 싶다.”라는 책이 기억에 남는다. ( ~책 줄거리 얘기, ~인상 깊었던 부분, ~이걸 통해 내가 느낀 점 )

Q5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헌법 정신과 비교하여 얘기해보세요.
A 행복 추구권과 사회권이 필요하다. (떠오르는 대로 답변해서 기억이 안 남.)

Q6

자신이 세웠던 학습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과목이고 어떤 계획이었어요?
A 영어이다. 문장 암기가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려 노력했다.

Q7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뭔가요?
A 청소년들이 시에 정책 건의하는 활동이고 팀장을 맡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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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동아리 결과 보고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청소년 참여 위워회인가요?
A 반크입니다.

Q9

그렇다면 반크는 무슨 동아리인가요?
A 역사 외교 동아리이다 가장 인상 깊은 활동 덧붙여서 이야기 함

Q10 지금 이슈가 되는 법적인 기사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기사가 무엇인지 그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주세요.
A 검경수사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찬성과 그 이유를 이야기 함.

기타 유의사항
1) 면접관 분들이 앉자마자 바로 질문해서 좀 당황했다.
2) 대기실에서 면접 자료를 볼 수 있으니 챙겨가는 것이 좋다!
3) 분위기가 많이 굳어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인성면접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 2:1(10분)

질문 및 답변
(면접에 대해 긴장하지 말라는 독려의 말과 함께 시작함)
Q 부경대학교에서 특히 법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제가 부경대학교 법학과로 지원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법과 정치교과를 배우고 난 후입니다. 교과에 흥미를 느껴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정치의 역사’를 주제로 하여 교과심화보고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교과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생략)~~ 모든 권
력은 법률에 근거하는 법치주의도 이해하고 올바른 법률로부터 정의로운 행정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키우고자 부경대학교 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어렵거나 자신 있는 과목에 대해 극복했거나 더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영어지문을 공부할 때 좀 더 심층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스포츠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지문을 접했을 때는 먼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
Q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준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또래학습동아리를 통해 ~~.(자신 있는 과목 도와준 경험을 말함)
Q 지역브랜딩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한 거죠? 여수 갓김치를 직접 판 건가요?
A 먼저 제가 직접 상품화해서 판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직접 답사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모둠원들과 함께 협업
하여 낙후된 도시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브랜딩을 직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
수의 특산품, 갓김치를 이용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머소재로도 쓰였던 갓김치의 유래를 통해 마스코트를 만들
며~~
Q 난민에 관한 활동을 했는데 조사 과정이나 견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관심을 가지다 2018 제주도 예맨 난민 사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난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내 이름은 욤비라는 책을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고 ~~~(조사과정). 저는 난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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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난민협약국가이며 ~·. 우리의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
고 난민에 관한 심사나 제도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부경대학교에 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A 먼저 법학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법전과 같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한문이 뒷받침되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 매 학년마다 배우는 법이 다양한데 그때마다 흥미를 가지고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해 ~
(질문이 더 있었지만 기억이 잘 안남.)

기타 유의사항
휴대폰은 반납하고 대기시간 동안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었음.
OMR 면접평가지에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직접 면접관에게 드림.
꼬리질문은 따로 없었음.
인성면접이었지만 사실상 자소서 생기부기반 면접으로 생각해야 함.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 지원자1

질문 및 답변
Q1

법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Q2

시 '이 사진 앞에서'를 읽고 기아 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Q3

모의 의회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Q4

나눔 배려 부문 최우수상은 무엇인가요?

Q5

본인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은 무엇인가요?

Q6

법학과에 관련된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Q7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사학과

면 접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2명
- 개인별 10 분간 면접 (8분쯤 되면 책상을 두드려 곧 종료됨을 알려 줌)

질문 및 답변
Q1

타임머신 소재로 계유정난에 관련된 소설을 쓰셨는데, 타임머신 소재가 어떻게 허구성을 줄였나요?
A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안평대군이 되어 계유정난을 관찰하면서 이 세계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허구성을 줄이고 재미를
늘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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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암 박지원>을 읽으셨는데, 그 때 당시 청나라에 대한 의견이 북학론와 북벌론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가 무엇인가요?
A 역사라는 것이 하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3

현재의 관점이 아닌 조선시대 당시의 관점으로 한다면 어떤가요?
A 병자호란 패배의 이후, 인조가 청나라의 원망을 키웠기에 효종까지 그 영향을 받아 북벌론이 더 대두되었습니다.

Q4

본인이 조선시대에 있다면, 어느 의견 쪽으로 기울이고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A 저는 어느 쪽으로 편향되기 보다는 양 쪽의 장단점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Q5

북벌론과 북학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A 북벌론은 청나라를 타도함으로써 국가의 사기를 올리며, 북학론은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6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신 모습이 보이는 데, 문화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문화재는 옛 사상, 체계가 있어 선조들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후대를 위해 미래를 대비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문화
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

미래를 대비하고 삶에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A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의 지배를 지지한 사람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8

그 사례에 관하여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 가?‘같은 반박이 있는 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보수적일 수 있지만, 과거에 무자비한 지배방식으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어주고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Q9

혹시 학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나요?
A 이 면접에 참여하게 되어 참 영광이었으며, 사학과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역사에 끊임없이 도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확실한 소신이 있다면 빨리 지원 할수록 면접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지원한 순으로 면접 순서
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생물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인원(또는 교수) 2인 : 면접자(1인)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생물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생물체와 생명현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때문
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과학중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특성상 하게 되었던 여러 실험, 과학과 관련된 행
사활동을 하였고 생명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생명공학자로 정해도 될것같다'라고 확신
했던 저는 대학교를 찾다가 부경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부경대학교는 수산과학대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다양한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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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때 하고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폭넒은 실험을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교 생물공학과에서
는 학생들 스스로 교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유전공학, 생물 정보학을 집중적으
로 배울 수 있을것이라 생각해 부경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스스로 실험을 계획해서 한 적이 있나요?
A 과제연구 설명

Q3

1학년 때 무단지각, 결석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A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전과는 비교되는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게 되어 무단 지각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의 일로 아버지와 다퉜고 사춘기였던 저는 아버지께 반항을 한답시고 학교에 결석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제 과실은
어떤 핑계로도 없앨 수 없고 저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2학년으로 올라갔을때 선도부와 지각
관리 도우미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았고 그 결과 2학년 때는 병결 조퇴 한번, 3학년 때는 개근을 했습니다.

+)생활기록부 봉사활동에 적힌 선도부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Q4

협력하여 했던 활동이 있나요?
A 동아리 활동 설명

Q5

대학교에 입학하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요?
A 대학교 1학년 때는 생물학에 대한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땐 제가 관심있어 하는 생물공학을 배우며 공부
할 것이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토익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자신이 부경대학교에 합격해야 되는 이유(저는 수시 모집에서 교과와 종합 모두 부경대학교 이 학과에 지원해 입학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와 자신의 장점(저는 동아리, 실험수업, 과제연구 활동을 하면서 키운 실험 설계
능력과 탐구, 분석력/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택 때 생명과학1,2를 선택해 공부하였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도 수월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등을 어필

+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기타 유의사항
1. 질문이 다 끝나도 면접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도 본인이 앉았던 의자를 정리하고 인사하며 예의 있게
퇴장해야 합니다.
2.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을 보며 답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잘해주시는 면접관에게 시선이 쏠릴 수 있습니다. 반응을 잘 해주시지
않고, 쳐다 봐 주시지 않는 면접관분께도 시선을 보내며 답을 해야 됩니다.
3.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을 미리 정해 놓아보세요. 여러가지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한 답이 면접 때 나오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생물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가 올 때 까지 대기 (10분 동안 면접관 2명)
휴대폰 준비한 자료 모두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 대학 입학해서도 그 분야를 연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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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 수업을 통해 암세포가 무한증식세포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정상세포는 무언가의 제동으로 분
열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스에 관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생명연
장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처럼 의학과 관련한 생명공학기술에 흥미가 생겨 지원하였습니다. - 예, 단백질을 통한
생체조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 하고 싶습니다.
Q2

진학 후 대학 활동 계획은?
A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단백질에 관한 논문을 쓸 계획입니다. 2018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생명과학 분야도 단백질을 이용
한 실험이었고 이 실험은 암을 치료하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Q3

읽었던 책 중 기억에 남는 것은?
A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은 유전자를 위한 기계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만
약 이를 설명하려면 모성애는 자신의 유전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느냐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 찾아
본 결과 같은 유전자의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일부 학자들의 생각을 찾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Q4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A 실험동아리에서는 하지 못했던 실험을 하고 싶어서 화약 만들기를 기획했습니다. 화약은 황, 질산칼륨, 숯이 필요한데 산
소를 공급해주는 질산칼륨이 없어서 포도당을 사용했습니다. 포도당은 고분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산소공급이 원활할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Q5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 한 사례는?
A 세계사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 함(자소서 내용)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인 패러데이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무리 밝은 다이아몬드도 촛불 없이는 볼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인간을 위해 일하는 헌신적
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7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A 나폴레옹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코르시카 시골소년이었던 그는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작은
꿈은 프랑스로 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랬던 소년이 어떻게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는지 만흔 의문이 들었고 깊은 흥미
가 생겼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간식을 준비하고는 나눠주지 않음 그냥 먹고 싶으면 눈치 보지 말고 먹어야함
의외로 준비 한 것이 거의 나오지 않음, 깊이 들어가는 질문이 없음, OMR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학생들 긴장 풀라고 심호흡시
킴. 전공질문 거의 안 나옴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수산생명의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인이 지원자 1명을 평가 / 면접시간: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분명 면접 질문 중간에 노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크게 안 들려서 면접관 분들이 못 들으신 거 같았음... 10분 넘게 면접 본 듯.]
Q (웃으시며) 1번째네요, 많이 떨릴 거 같은데 떨지 마시고.
A (웃으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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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

Q 춥진 않았나요? 많이 추웠을 거 같은데.
A 아뇨, 괜찮습니다. (웃으며)
Q (웃으며) 그런가요?
A 네네
Q 본격적으로 면접 시작할게요. 수산생명의학과를 지원했는데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최근 대중매체에서 사람들이 버리는 약 폐기물로 인해 수컷 물고기들이 트랜스 젠더가 되거나 간성이 되는 호르몬 독성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과 선박평형수로 인해 해양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러한 해양 오염이 해양생물에게 어떤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지 공부하고 싶었으며, 그런 독성 작용으로 인해 어류들이 걸
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수산 질병 관리사를 희망하여 수산생명의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진로희망사항에 1,2학년 땐 수의사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Q 그러면 1,2학년 땐 수의사였는데 3학년 땐 왜 수산질병관리사를 희망하게 되었나요?
A 처음에는 수의사가 모든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인줄로만 알았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적부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수의사가 저의 희망 진로였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토론 대회에서 ‘맹그로브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에 대해 설명하
면서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3학년 3월초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해 알게 되고, 또 3학년 각종 다양한
교내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 수산질병관리사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Q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 있나요?
A 네, 저는 3학년 때 분광학에 대해 실험한 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분광학이 대학과정이라 저희가 실험을
해보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대학교 교수님께 찾아가 자문을 구하여 모의실험 영상을 찍어 이해될 때까
지 시청하였고, 또한 학교에 분광광도계가 없어서 대학교에서 기계를 빌려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실험에서 오차가
났지만 ..[기억이 안 남. 대충 ~~이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은 거 같음]
Q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또 인성 및 품성이 평가요소인데, 혹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나요?
A 네, 저는 요양원에도 봉사를 했고, 헌혈로도 봉사를 했지만 그 중 헌혈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
혈이 봉사 시간을 많아 처음엔 참여한 목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막상 하고나니 수혈이 급하게 필요한 환자에게 제 피
가 간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Q 그렇군요. 봉사활동 말고도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을 해보았던 활동이 있나요?
A 네, 저는 축구 활동이 있습니다. 축구라는 운동이 쉬워는 보이지만 단체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힘든 활동입니다. 따라
서 축구를 통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도 팀워크가 맞지 않는다면 무너진다고 생각하여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 잘 안 나는데 여기서 약간 버벅거림. 대충 이런 뉘앙스로 대답함. 추가로 팀워크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음.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생각 안 나 생략.]
Q 총무 활동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요?
A 총무는 보통 체육대회 같은 활동에서 반티 등을 살 때 친구들의 돈을 모아 돈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
활동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저를 믿었기에 투표해준 것과 선생님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기 위해 반장과 부반장이 바쁠
때 제가 대신하여 친구들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였고, 환경미화 때는 환경 담당 친구들과 함께 제가 솔선수범
하게 도와 깨끗한 교실을 만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Q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학과와 관련된 기사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설명해볼래요?
A 네, 저는 아까 지원동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폐기물로 인해 물고기에게 호르몬 독성 작용을 일으켰단 기사와 선박평
형수로 인해 생태계 교란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박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출발 지역에서
물을 흡수하고 도착 지역에서 물을 방출하는데 이때 출발 지역에서 흡수된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강하다면 도
착 지역에서 크게 번식하여 외래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호주로 가는 배에서 와편모조류가
같이 들어가 호주에서 번식하여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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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Q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죠.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네, 부경대로 3행시 짓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운 띄어주실 수 있습니까?
Q (재차 물어보심. 질문은 기억이 안 남.)
A 네네, 3행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Q (웃으심) 그래요, 뭘로 지을건데요? 우리 학과?
A 부경대로 3행시 짓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운 띄어주실 수 있습니까?
Q 해보세요. 부.
A 부경대 면접관 분들 우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경대에서 꼭
Q 경.
A 경험을 쌓고 수산생명의학 공부를 심도 있게 하여 부경대에서 제 꿈을 이루어 내고 싶습니다.
Q 대.
A 대인과도 같은 부경대 면접관 분들께 제 절실함이 느껴졌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와 생기부 보는 것은 필수이고, 인성/품성 또한 중요하므로 반장/부반장/총무나 동아리장과 같은 역할이 중요한 거 같음.
그리고 위 제시문은 주요 질문만 써놨을 뿐 그 외의 질문도 많이 하셨음. 학업계획과 성적 올린 방법 등. 또한 직접적으로 물어
본 질문들도 많았지만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는가 등 간접적으로 물어본 질문들도 허다했음. 면접 분위기는 다들 웃어주셔서 꽤
좋았던 거 같음. 개인적으로 꼬리질문은 별로 없었는 듯함.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신문방송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으로 면접
-신분증 지참 필수!(없어도 면접은 볼 수 있지만 당일날 수험번호, 이름, 필적 확인 등을 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신분증을 들고 다시 방문해야함. 재방문을 하지 않을 시 면접을 봐도 인정하지 않음)
-다른 물품(휴대폰, 가방 등) 지참 가능. 면접 시작 전 일괄적으로 휴대폰 걷음. (휴대폰 뒤에 붙이는 이름 스
티커 깔끔하게 떼어지니까 걱정마세요! ) 면접 대기 시간동안 생기부나 준비해 온 자료 열람 가능함. 지정된 자
리에 앉아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 면접.

질문 및 답변
Q 부경대학교에 와본 적 있나요?
A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Q 부경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는 가본 적 있나요?
A 아니요. 대학교는 처음 와보는 거라 새롭고 신기해요.
Q 지원동기는?
A 어릴 적부터 뉴스프로그램의 앵커가 꿈이었다. 그래서 기자단이나 각종 진로활동을 많이 했었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사에도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사논술반에 들어갔다가 요즘 사회의 문제인 ‘인포데믹’에 대하여 알게되었...~~ 부
경대학교 출신의 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Q (자소서)외압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죠?

울산광역시교육청

- 494 -

∙ 부경대 ∙

A 저는 사회인으로서 적당하게 눈치를 보면서 외압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Q 그럼 노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겠네요?(압박)
A 아직까지 노조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
Q 자소서에 보면 비타민 같은 미소, 생기부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원래 성격이 그렇나?
A 네. 제가 남들이 발표를 할 때, 말을 할 때 반응이 커서 오바킹이라는 별명이 있다. ~~
Q 가식 아닙니까? 일부러 반응을 크게 하는 것 아니예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A 네. 그래서 어릴적부터 해바라기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오바킹이라는 별명은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Q 그럼 항상 웃는다고 했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어떻게 보도할건지?
A 최대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보도를 ~~~
Q 그럼 손석희 앵커의 노회찬 보도때 눈물을 참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그렇게 슬픈 상황에서도 눈믈을 참으면서 보도하신 직업 정신이 존경스럽다. ~~~
Q 존경하는 언론인이 있나?
A 저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유재석님을 존경합니다. ~~~~~
Q 독서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책인가?
A 10대와 통하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
Q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떤가?
A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계속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앞 지원자가 면접 볼 때 면접장 앞에서 대기함. 소리 얼추 들려요! 앞 순서 지원자의 면접 분위기가 좋았다고 주눅 들지 말기!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신문방송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OMR작성 /자기 순서가 되면 모든 짐 챙겨서 면접실로 이동
면접실로 이동하면 다시 그 앞에서 10분대기 /교수님과 지원자 2:1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1학년 미술시간에 선생님께서 옥외광고 모음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물이나 벽에 그려진 광고들을 보며 작은 발상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에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
다. 그때부터 광고 제작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이러한 저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또한 부경대학교는 해외마케팅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무역사절단과 창업 아카데미 등 여러 대학교와 학생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꿈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부경대학교가 제 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확신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광고인이 꿈인데 왜 굳이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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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교생활 3년 동안 동일하게 광고 기획자가 꿈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방송pd나 방송작가 등 방송계직종을 꿈꿔왔고, 지
금도 여전히 그쪽으로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교에 가서 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서 광고. 홍보만이 아닌 제가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볼 수 있고, 직종 선택의 폭도 더 넓다고 생각하여 신
문방송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3

과잉확신사고의 문제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신감과 과잉확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A 자신감은 자기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내보이는 감정이고, 과잉확신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4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나?
A 자신에게도 자신의 신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
을 것 같습니다.

Q5

가장 인상 깊은 광고에 대해서 말해봐라.
A 미국의 한 장애인 협회에서 만든 광고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계단에 에베레스트 산을 그려놓고 ‘from some,
mt.everest’라는 문구를 달아놓은 광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르내리기 쉬운 계단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께는 오르내리기 힘든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는 것을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 같고, 비장애인에게 사회적 소
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깨닫게 해준 광고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6

가장 인상 깊은 도서에 대해 말해봐라
A 저는 브리프 간결한 소통의 기술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또는 어떠한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해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핵심을 전달하지 못한 채 구구절절 말만 늘어놓아 소통에 장애를
만드는 상황을 비판하며 소통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간결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상대방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들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구
절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핵심만을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앞으로 이 말을 되새기며 좋은 소통의 기술을 지닌 광고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Q7

친구사이에는 간결한 소통이 필요 없지 않나?
A 저도 친구사이에는 간결한 소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을 쌓는 관계가 아닌 직장에서와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핵심을 말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통을 들어줄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의 간결한 소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8

그러면 학생 지금 이 10분이라는 면접시간이 짧지 않나?
A 네. 저는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더 길었으면 제 자신을 더 많이 PR할 수 있는데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Q9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자기 PR해보세요.
A 3년 동안 광고기획자를 꿈꿔오면서 적극적으로 진로를 개척해나가고, 저의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활동에 서슴없이 도전하며 제 스스로를 단련시켜왔습니다. 3년이 비록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시간동안 남다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기르며 비로소 부경대에 적합한 인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경대에 진학
하게 된다면 세 나라를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처럼 세계와 부경대를 잇는 글로벌 인재로써 제 2의 장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랑 자소서 그리고 면접 기출문제를 다 준비해갔었는데, 생기부에 관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고 자소서에서 거의 다 나
왔습니다. 교수님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당황하긴 했는데, 최대한 머리를 빨리 굴려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안날 때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몇 초 생각을 정리한 뒤 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학
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좋기 때문에 최대한 목소리 크게 하고. 말할 때 교수님들 눈 꼭 번갈아 마주
치세요!! 준비된 멘트 느낌 나는 걸(?) 굉장히 싫어 하셨어요. 예상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좋아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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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신문방송학과

면 접 방 법

12시 30분까지 입실
면접OMR작성, 휴대폰 및 전자기기 제출 후 1시부터 대기
2:1 진행 / 면접 시간 10분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및 답변
Q1

(자소서 속 내용 중)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결말을 상상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A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열린 결말을 혼자 행복한 결말로 상상해보았습니다.

Q2

영상을 혼자만의 재미를 위해 제작하지 않을 텐데 그럼 본인의 방식이나 생각을 사람들의 요구나 트렌드에 맞춰 바꿀 수 있나?
A 이때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의 재미 충족을 위해 영상을 소비했지만, 제가 생산자가 된다면 당연히 시대의 트렌드나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페미니즘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은가?
A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활동 형태가 보복식의 ‘미러링’의 형태라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2

독서를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책은?
A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노인의 삶, 성 소수자의 삶, 성 소수자
의 가족의 삶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하든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Q2

자소서에 ‘발칙한 콘텐츠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나?
A 그 책을 통해 기존의 콘텐츠를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2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말해보세요
A 저는 단기적으로 취업이나 전공에 대한 깊은 공부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사
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2

왜 사회적 약자의 삶에 관심을 갖는지?
A 개인적인 성장배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본인이 판단하라고 하길래 블라인드 면접임을 고려해 말하
지 않음)

Q2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문은 마치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A 저는 앞으로 더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1학년 때 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 보다 3학년 때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왔고,
더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자신보다 대학에 입학 한 후 훨씬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부경대학
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다면 저의 강점과 능력을 전부 활용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 시간이 매우 길다.(12시 30분부터 4시까지 대기함)
수능처럼 전자기기에 관한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무선 이어폰 꼭 제출, 전자기기가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가 되어 면접을 볼 수 없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손을 들면 됨 그럼 면접 도우미와 동행해서 갈 수 있음.
면접 대기 시간 동안 면접 자료나 책을 읽을 수 있음.
면접 시작 후 8분이 지나면 밖에서 노크를 함.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일 뿐 답변을 계속 하면 됨)
자소서와 생기부에서 대부분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준비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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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부

면 접 방 법

2:1 진행 / 면접 시간 10분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평소 통 번역가였던 자신의 꿈을 부경대학교의 프로그램과 관련지어 말했습니다.)

Q2

동아리 대표를 많이 맡으셨는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구성원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달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활동을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Q3

진로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A 교내 초청 강연을 들은 후 통 번역가가 자신에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 변경하였습니다.

Q4

통번역가가 진로라 그 부분의 공부법을 자기소개서에 적어주셨는데, 그 외의 공부를 할 때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말해주세요.
A 노트 정리를 열심히 하였고 예습 복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Q5

지식 나눔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A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나누어줄 때 뿌듯함을 느껴 지식 나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Q6

부경대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학업 계획을 말해주세요.
A (부경대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하며) 성실히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영어로 마지막 할 말을 준비해가서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내용)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부

면 접 방 법

지원자는 지시에 따라 OMR카드를 작성 후 들고 면접장 소에 들어감 / 2: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학생이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영어라는 언어장벽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 부경대
학교에 영어영문학부에 지원하게 된 면접번호 000입니다. 저는 교사가 영문학과 영어학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도 가지
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경대학교의 세부적인 영문학과 영어학 과정 및 부경대학교만의 English
literary festival에 참여해 영문학적 소양을 기른다면 좋은 영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학생의 꿈이 교사라고 했는데 우리학부에는 교직이수가 없어요 알고있나요? 그럼에도 왜 우리학부에 지원했나요?
A 사범대학교에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답한 후, 영어 교사는 영어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한 후 영어에 대해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교육학을 듣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부경대학교의 교육
과정과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Q3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향후 진로계획이나 학업계획이 있나요?
A 1,2학년 때는 영문학과 영어학에 대해 배우고 3학년때 교육학을 들으며 교사의 꿈을 키워나간 후 어학연수나 유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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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활용하여 그 나라의 문화같은 것들을 접해보며 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돌아와 부경대학교의 여러 프로그램
들을 활용하여 학업을 이어나간 후 부경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교사의 꿈을 이룰 예정입니다.
Q4

영어를 어원을 통해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알고있는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A 네 단어도 있지만 숙어 역시 어원을 통해서 학습했는데요. stick to one's guns가 그 예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보고 총
을 유지하고 겨누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입장을 고수하다라고 해석된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어 질문을 하고 찾아보
았는데 당시 전시 상황속에서도 상대방에게 끝까지 총을 겨누는 모습에서 유래한 숙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Q5

장래희망이 국어교사에서 영어교사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이유가 있나요?
A 2학년때 친구와 멘토링 학습을 하면서 영어교과서나 영어자료를 번역하고 문법을 알아가는 학습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Q6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영어를 선택한건가요?
A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7

반장을 했다고 했는데 왜 반장을 하게 되었나요? 리더십이 있는 편인가요?
A 반장의 어떠어떠한 면모가 좋아보였고 이런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리더십은 없지만 저는 부드
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후 부드러운 리더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Q8

그렇다면 반장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A 반장을 해보았다면 겪어 보았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원하는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려웠다고 답변한 후 이렇게 해결하
고 극복하였다고 제시하였습니다.

Q9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거나 성취한 경험이 있나요?
A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부각하고 자신이 동아리 부장이 되고 싶어 부장선배나 담당선생님을 찾아가 동아리를 구
성하기 위해 한 노력을 얘기한 후 결국 부장이 되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Q10 영어번역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얻은 경험이나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영어 번역을 통해서 영어 표현들도 다양하게 배웠지만 번역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번역이란 단순히 글을
그 나라 말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읽는 대상을 고려하여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Q11 그렇다면 기억나는 번역이 있나요?
A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표현을 번역을 못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다로 생각해 great love for
parents로 번역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Q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대답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반품하기.
면접 고사장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름, 수험번호, 출신학교 밝히지 않기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유아교육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 지원자 1명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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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해 보세요.

Q2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Q3

학교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Q4

학과진로 멘토링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A ‘아동미술’에 대한 사례를 들고 그림으로 아이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게 흥미로웠으며 더 깊이있게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
각했다고 대답함.

Q5

부경대 어떤 것 같나요?
A 부산은 대표적인 항구도시라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활기찬 것 같다고 대답함. 홈페이지에서 살펴봤던 이야기
와 부경대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인상이 좋다고 대답함.

Q6

유아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A ‘해인이법’에 대해 설명하고, 유아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함.

Q7

꿈(진로희망)이 교사, 초등교사였는데, 그럼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A 뜨개질,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 손으로 하는 활동을 잘하는 편이다.

Q8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용은?
A 선생님이 먼저 자아를 찾아야 한다. 내가 먼저 자아를 찾아서 학생들의 자아를 찾아줄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의미하는가?
A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의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자 1인에 대해 2인의 면접관으로 실시
면접 시작 이후 면접 관련 자료 볼 수 없음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됨

질문 및 답변
Q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은 무엇인가요?
A 생체공학을 기반으로 한 재생의학 연구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기가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
을 줄 수 있는 생체공학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경대 의공학과에 진학해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바이
오프린팅 기술과 재생의학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의공학과 진학 후 3D프린터를 통한 인공장기 생산에 관한 연
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프린팅을 통해 인공장기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자의 몸에 이식되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의 몸에 들어가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생체재료에 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Q 부경대 의공학과를 알게 된 경로와 왜 부경대 의공학과를 지원하였나요?
A 대학 포털 사이트에서 의공학과를 찾아본 결과 부경대에 의공학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경대 의공학과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학과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 의공학과의 가장 큰 메리
트가 3D바이오프린터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재생의학 분야에 대한 공부도 빠짐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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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계획하고 실천한 일 중 그것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보세요.
A 저는 창체시간에 K-Mooc을 들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 기계공학 관련 K-Mooc을 들었습니
다. 대학에서 배우는 용어가 많이 나오다보니 어렵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 둘까, 다른 강의로 바꿀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못하면 어떤 걸 해낼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려운 용어는 정리해가며 꾸준히 강의
수강을 실천해갔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들었던 재료공학,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강의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Q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 활동 중 생긴 갈등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이야기해보세요.
A 자율동아리 ‘유레카’ 활동을 하면서 활동 계획을 짤 때 한번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유레카는 과학실험을 하는 동
아리인데, 친구들마다 필요한 분야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학계열이기 때문에
수학, 물리 관련 활동이 필요했고, 다른 친구들은 화학, 생명과학 등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한 후, ‘자신이 어떤 관련 활동이 필요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식으로 말하며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갈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A 고등학교 3년간 이것만은 꼭 지키자 라고 한 게 있습니다. 바로 3년 개근인데요, 3년 개근을 실천하면서 학교 가는 원
동력이 될 수 있었고 책임감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이어나가 부경대 의공학과에 진학해 4년 개근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지원 순서가 면접 순서임(첫 번째로 접수했는데 면접번호가 1번)
질문에 자소서에 썼던 내용으로 나옴. 자소서, 생기부 모두 꼼꼼히 봐둘 것
편한 마음으로 임할 것. 너무 긴장하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못할 듯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재료공학과

면 접 방 법

12:30분 까지 입실 블라인드 면접 –교복착용 불가
전자기기 제출함 면접관2명과 학생 한명이 면접
생기부,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 이 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A 네, 저는 원래 전자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2학년 때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
학년 말에 우연히 펠티어 소자 라는 전자소자를 접한뒤 소자를 이용해보면서 물체를 탐구,분석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전자재료공학자라는 꿈을 세우고 부경대학교의 재료공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 펠티어 소자가 뭔가요?
A 펠티어 소자는 열전효과를 이용한 소자입니다. 펠티어 소자는 제베크 효과와 펠티어 효과 모두를 일으킬수 있는데, 우선
제베크 효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로다른 금속 2개를 2접점이 생기도록 접합시켜 놓고, 한 접점을 가열하면 가열한
부분에서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것이 제베크 효과입니다. 펠티
어 효과는 이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재료공학과에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꿈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실험이 기억에 남지만, 제가 전자재료공학
자 라는 꿈을 세운뒤 처음으로 진행 했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혹시 원리도 말씀드릴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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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 말씀해주세요
A 네,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은 제가 이용했던 pnp트랜지스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미터 부분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으므로 이미터의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이 접합면을 통과해서 베이
스-컬렉터 부분의 역방향 전압에 의해 얇은 베이스를 통과해 컬렉터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베이스 보다 컬렉터에서
더 많은 양공이 흐르므로 베이스 부분에 입력 신호를 넣고 컬렉터 부분에 출력 신호를 넣게되면 신호가 증폭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것을 증폭작용이라고 합니다.
Q 혹시 pg...?트랜지스터 말하시는 건가요?
A 네? (첨듣는 용어라서 당황함)
Q 그런 것 같네요
A 아 네 맞습니다.
Q 생기부에 봉사활동을 한 목록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A 네, 저는 3학년 때 반장으로서 했던 활동인 교문지도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문지도 활동을 할 때 한번은 멀리
서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학생이 오고있어서 달려가서 부축해주면서 바래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뿌
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반장으로서 했던 직분의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물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재료공학자에게 물체를 분석하고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 중요한 만큼 저의 이러한 능력은 뛰어난 재료공학적 인재로 성장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고등학교 기간 중에 봉사, 나눔을 실천한 경험이 있나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 / 10분 동안 질문과 답변

질문 및 답변
Q 일단 저희 학과에 지원한 동기 먼저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전국적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꿈인 학생입니다. 제가 스마트그리드를 처음 접한 것은 1학년 진로체
험 때였습니다. 체험 후에 집에 와서도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후에 교내활동에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직접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발표도 하면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고, 전기공학과에 지원하기로 결
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부경대학교를 다니고 싶은 이유는 부경대학교는 전기자동차 산업이 특성화되어 있어 관련 교육과
정도 체계화되어있고,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어 저의 꿈이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
라 생각해서 꼭 다니고 싶습니다.
Q 대학교에 와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나요?
A 저는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을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관한 기술 ESS나 EMS 등등을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거나 만
약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경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스마트그리드기술을 공부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쉬운 마이크로그리드를 동아리실이나 건물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
적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이라는 저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Q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주에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A 아까 말씀드린 ESS또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보통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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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불안정하다보니 ESS라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수 있는 기술인 에너지 저장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말씀드리자면 배터리는 니켈카드
뮴전지를 사용하고 인버터라고 배터리에서 출력된 전압의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를 사용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A (잘 기억안남...엔진에 관해서 말한 거 같은데 얼버무림) ~인 것 으로 아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더 공부해야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학교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주세요.
A 사실 제가 수학성적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문제풀이 방식이 시간은 걸리지만 실수를 하지 않
으면서 푼 것은 거의 다 맞추는 풀이방식이다 보니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하는 학교시험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아서 힘
들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 자율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성적은 올랐지만 아직 이런 쪽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경대학교에 입학하여 이때까지의 실패와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Q 자신이 직접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A 어린이날 체험부스 운영 도우미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동아리에서 오전도우미와 오후도우미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오전도우미로 참가했는데, 오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수월했지만 오후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후도우미 친구들을
걱정했습니다. (뒤에는 자신이 직접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맞게 준비한 질문과 다르게 답변... 기억안남)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저는 해외에너지의존성 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문제나 전기자동차 상용화문제 뭐..환경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씀드
린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스마트그리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마트그리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시작하여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상용화에 보탬
이 돼서 사회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을 부경대학교에서 시작하여 학교를 빛내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 / 10분 동안 질문과 답변

질문 및 답변
Q1

전기공학 지원 동기

Q2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부경대 전기공학을 지원했나?

Q3

학교생활 중 전기와 관련된 활동 무엇이 있나?

Q4

전기공학에 있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Q5

자신이 다른 학생들 보다 가지고 있는 강점

Q6

학교 내에서 일어난 배려, 협력, 나눔 등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설명

Q7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느낀점

Q8

기억에 남는 독서 활동이 있는가?

Q9

자신이 다른 학생들 보다 가지고 있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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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대학교 와서 해보고 싶은 학업 계획
Q1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Q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중국학과

면 접 방 법

2:1로 면접 도우미들이 면접장으로 안내해 줌
OMR 작성하고 한 개 씩 교수님께 드림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대학입시 박람회에서 부경대 부스에서 중국학과 재학생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집에서 중국학
과에 대해서 더 찾아보았습니다.

Q2

꿈이 바뀌었는지 말해보세요.
A 승무원에서 경영 분야로 바뀌었는데, 3학년 때 꿈과 연관지어서 서비스직에서 해외 소비자들을 타겟팅하는 마케팅 경영
가로 바뀐 이유를 밝히고, 마케팅 경영가가 되고 싶은 이유를 말함. 승무원을 꿈꾸면서 한 봉사활동과 영어독서활동에 관
해서도 말함.

Q3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중국에 마케팅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말해보세요.
A 책을 읽고 알게된 ‘왕홍’(우리나라로 치면 유튜버같은 개념)을 목표로 삼아 광고를 넣자고 함. 중국은 구독자수가 만 단위
가 기본으로 있다보니 ‘왕홍’에 대한 광고 경쟁도 높다고 들었는데, (사드배치 같은) 외교문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함.

Q4

자신이 알고 있는 왕홍이 있나?
A 한국인인데 중국에서 유학하시는 왕홍분의 블로그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함.

Q5

중국학과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A 홈피에서 커리큘럼을 봤었는데, mice 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마케팅 쪽을 피력하면서 부경대학교가 벡스코와 가까
우니까 그 점과도 연관 지어서 말함.

Q6

중국학과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 hsk공부다. hsk는 단순히 문제만 풀고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듣기 문제 속에도 문화가 녹아 있어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울 점이 많기 때문임.

Q7

그러면 힘들지 않나?
A 재미있고, 어렵지만 자극도 되어 좋은 경험이다.

Q8

고등학교 재학 동안 성취한 것?
A 수학 성적이 많이 오른 것, 멘티 멘토 활동에서 멘토를 맡아 수학을 가르치면서 성취감을 느낌.

Q9

중국어 봉사활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Q10 영어 관련 대회 중 기억에 남는 대회를 말해보세요.
Q11 마지막으로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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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히 볼 것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0분 이내

질문 및 답변
Q 부경대에 처음 와봤나요
A 네 처음입니다.
Q 어떻던가요
A 넓고 쾌적한 거 같습니다.
Q1

지원동기
A 초등학생 때 형으로부터 처음 게임을 접하고 지금까지 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작동 원리가 궁금해졌
습니다. 또한 제가 즐겨하던 게임의 아쉬운 점, 유저들의 흥미 요소를 생각하면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부경대에서 프로그래밍언어, 알고리즘, 자료구조 등 게임 개발에 기초가 되는 교과를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Q2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
A 저는 미래를 바꾼 아홉가지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검색엔진 인덱싱, 페이지랭크, 공개 키 암호
화 등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알고리즘 아홉가지에 대해 쉽게 비유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래머의 길 멘토에게 묻다 라는 책도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견습 프로그래머들이 숙
련 프로그래머로 성장하는 길을 조언해주는 책입니다. 부숴도 되는 장난감을 만들어라, 멘토를 찾아라 등 내용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개발자가 될지 참고 할 수 있었습니다.

Q3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결과를 얻은 경험
A ~~진로설계경진대회 이야기~~/-(교수님)- 그런 것 보다 목표를 세우고 행한 것은 없나요?/ 컴퓨터공학에 진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코딩과 적성이 맞지 않아 많이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정보시간, 파이썬을
최선을 다해 배워보자 생각하였습니다. 단순 계산문과 조건문, 도형을 그리는 명령문등 간단한 코딩을 배웠지만 더욱 응
용하여 프로그래밍언어에 흥미를 만들었습니다.(당시에 당황해서 막 말했는데 다시 보니 엄청 횡설수설한 듯)

Q4

봉사활동
A 저는 아파트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로 짜장면무료배식 봉사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용승관이라는 짜장면 집
에서 노인들께 무료로 짜장면을 드리는 활동입니다. 저는 일손이 없을 때는 설거지나 식기세척기를 돌리며 그릇을 주방
으로 옮겼고 일손이 많은 날에는 주문을 받고 서빙, 뒤처리를 했습니다. 매달 같은 분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 짜장면
한 그릇이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장사를 하며 매달 한 번씩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시
는 짜장면집 사장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Q5

학업계획
A 저는 1학년 C언어프로그래밍언어 과목을 열심히 이수할 것입니다. 2학년 저는 게임 개발 동아리를 참가 또는 개설하여
부원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여러 공모전과 구글인디 게임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세
울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언어를 숙달하겠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자료구조 등 게임개발에 필요한
과목을 열심히 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알아보던 중 컴퓨터그래픽스라는 과목에 관심이 생겼고 배워보고 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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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게임개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유저들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줄 네트워크나 눈에 즐거움을 줄 그래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시나리오와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네 명심
하겠습니다./-(교수님)-그럼 그 과목은 부경대에서 가르쳐줄 것 같나요?/ 교과과정을 조사할 때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자신을 홍보해보세요.(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A 저는 진로에 있어 방황하며 많은 시간을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결정하게 된 진로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루기 위해 앞으로 누구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문제해결, 융합, 글로벌 역량
을 갖춘 인재, 부경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개발자가 되어 부경대를 빛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타 유의사항
부경대는 많이 전형적인 질문을 물어봐서 준비한대로 대부분 말했습니다. 3번은 준비한 것에서 조금 빗나간 질문이라 당황해서
조금 횡설수설한 감이 있고 6,7번 질문도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잠시 생각할 시간 달라하고 말을 정리해서 말
하면 됩니다. 저는 10분 꽉 채운 것 보단 한 9분(?)정도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다 까먹을까봐 청심환 먹고 들어갔
고 그래도 떨립니다. 그래도 막상하니깐 조금 버벅거렸지만 준비한대로 다 말했습니다. 모의면접하면서 선생님이 조언해주신 게
간단하게 말하고 꼬리질문이 오면 대답하면 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지구환경과학과

면 접 방 법

-

대기실에서 OMR작성후 자기순서 올때까지 대기
자기순서가 올 때까지는 준비한 것들(자소서, 생기부)보면서 기다림
자기 앞 번호 사람의 면접이 끝날 때쯤 복도에서 대기하는데 이때는 준비한 자료들을 볼 수가 없음.
한 명에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심
8분이 지나면 노크, 10분이 지나면 한 번 더 노크하며 끝났다고 말해줌.
나갈 때 도우미께서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주심.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본인이 준비한대로
Q 진로희망이 환경 관련이신 거 같은데 왜 꼭 저희 과를 지원했나요?(환경공학이나 기타 관련 학과들이 많은데 왜 꼭 우리 과
를 지원했나)
A (조금당황) 지질재해와 같은 지구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함께 다루는 연구원이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됨.
Q 입학 후 학업계획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같이
A 저희 고등학교엔 환경관련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동아리에 들어가서 많은 활동(어떤 활동인지 구체적으로)을 해보
고 싶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답함.
Q 생기부에 수학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1학년때 수학주제발표대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말함.
Q 매스위크가 무엇인가요?
A

교내에서 있는 수학동아리들이 각자 수학 관련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부스운영을 하는 주간이 있다고 답함.

(이때 하다가 8분 노크)

울산광역시교육청

- 506 -

∙ 부경대 ∙

+) 본인이 매스위크 때 한 활동은?
A 1.2,3학년 때 했던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말함.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학업 후 계획과 비슷한 답변으로 준비했었는데 두 개 다 질문해서 당황)환경동아리활동을 꼭 하고 싶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며, 너무 급하게 답변하여 제가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면접관님들에게 저의
이런 서툰 답변 들어주셔서 꼭 감사하단 말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와 자소서 준비하여 끝까지 정독할 것
학교의 모의면접이 매우 도움됨.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정리해서 대답하기.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해양수산경영학과

면 접 방 법

2대1면접 / 생기부 기반면접 / 자소서 질문안함

질문 및 답변
Q1

본인이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Q2

생기부에 ‘울산청소년 선도지구회’에서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강조가 돼 있는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본인은 흡연을 하나요?
Q3

생기부를 보면 갈등조정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맡았던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남고에선 실제로 갈등상황이 그렇게 많나요?
Q4

생기부에 주식투자가 적혀있는 부분이 흥미로운데, 면접관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주식이 있나요?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전

형

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해양학과

면 접 방 법

2 : 1 면접 / 면접시간 : 10분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Q2

지구의 외적요인들의 예시

Q3

대학진학 후 학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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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Q5

해양연구원이 된다면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질문도 있었지만 뭔가 향후계획에 대해 많이 묻는 편이였음. 진로향후계획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음.

전

형

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화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에 학생 1명으로 진행 / 인성 면접,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 화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Q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실용언어 어휘력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도전하고, 실패 혹은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화학 교과를 공부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나에게 맞는 공부방식을 찾아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Q 화학을 공부하다보면 연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화학 연구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시
고, 본인에게 어떤 해당사항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A 화학 연구에 있어서 화학의 기본지식,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중간에 말이 끊겨서 본인에게 어떤 해당사항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자기소개로 준비했던 말을 조금 변형해서 처음엔 부족하지만 부경대학교에서 화학을 배운 후에는 더 발전할 것이라는 식
으로 말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OMR카드를 이용해 평가함(수험번호와 인적사항 입력 재확인 필수!)

전

형

학교생활우수인재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 평가) /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2학년 때 교내분리수거도우미를 하면서 환경문제해결방안을 찾아본 걸 계기로 대체물질 연구와 환경문제 해결에 관
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화학연구원이 되고 싶어
서 화학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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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생활 중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이 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요지는 이랬어요.)
A 저는 2학년 때 부실했던 환경 속에서의 실험이 아쉬워서 3학년이 된 후에 화학실험 과정을 들었고, 선생님께서 준비해주
시는 실험말고도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싶어 자율동아리를 개설해 실험을 해나가는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Q 대학에 들어온 뒤의 학업계획과 앞으로의 진로계획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A 저는 먼저 물리화학과 생화학, 환경공학과 같은 과정을 듣고싶습니다. 부족한 물리지식과 아이디어 소재를 얻을 수 있는
생화학등을 듣고 제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실현시켜나가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를 쌓고
난 뒤에는 현장실습체험센터를 이용하여 제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를 먼저 체험해보고 앞으로의 일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뒤에 한말이 잘 기억에 나지 않지만 대략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미래에서 그 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Q 실제로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이용한 활동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A 저는 1학년과 2학년 때 과학의 날 행사로 발명아이디어대회에 나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안내도구나 친구들이 불편
해하는 걸 보고 접이식 책상을 구상했습니다. (면접관: 그럼 학생은 학교생활 중에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직접 구
상하고 만들어보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A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화학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고싶었던 학교 중 가장 목표를 이
루기 위해 적합한 대학은 부경대학교의 화학공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물리화학과 생화학, 환경공학 등의 과정
을 모두 지닌 것은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뿐이었습니다. 제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 만큼 전 꼭
이 목표를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질문도 있었지만 뭔가 향후계획에 대해 많이 묻는 편이였음. 진로향후계획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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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형

자기추천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10분. 2：1 면접 * 생기부 / 자소서 기반

전

질문 및 답변
Q1

긴장 풀 겸,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준비한 것 말함.

Q2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간호사를 꿈 꾼 이유를 이야기함.

Q3

선도부 활동을 했는데 어려웠던 점?

Q4

말하기 대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했는데 어떻게 얻었나요?

Q5

좋아하는 과목의 성적이 낮은데 다른 활동을 한 것은 있나요?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으로 10분 정도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제가 준비했던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기소개를 길게 해서(대략 1분 ~ 1분 30초 정도) 뒤에 질문할 것들이 많
아서 지원 동기는 짧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원 동기는 대학교 교육목표나 대학교에서 특징 있는 활동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Q2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생기부 활동을 보면서 준비했던 것을 토대로 답변하였습니다.(구체적 예를 들어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Q3

책도 많이 읽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전공 관련 도서(간호사 관련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인용하여 제가 배운점을 토대로 어떤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을 답변하였습니다.

Q4

1학년 때에는 야간자율학습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학년 때에는 매일 아침 20분씩 일찍 와서 아침 청소를 하였는데,
귀찮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저는 저와 한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여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와
연관지여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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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분 정도 해보세요.
A 제가 준비했던 대로 하였습니다. (준비했는데 못한 말 중에서 전공 관련 의미 있는 것 연관 지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학생1 면접
서류확인형(학생부,자소서)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저는 소아병동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학과에 지망하게된 000(가번호)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큰 힘이 되어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2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할께요.. 자기가 노력한 학습에 관해
A 생명과학에서 특히 면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교과서 외적으로 공부하면서 학교수업에도 더 집중이
되고, 관련 내용이 더 오래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3

간호사가 된 후의 계획
A 저는 먼저 병원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경험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제가 만족할 만큼 어느정도
경험이 쌓인다면 의료선교가 가고 싶습니다.

Q4

꼬리질문으로 의료선교가고 싶은곳, 그 이유
A 필리핀에 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박누가선교사님의 다큐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까지도 필리핀에서 오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Q5

우리학교에 대해 아는 것 있는지
A 중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6

기억에 남는 책
A 좋은 간호사 더 좋은 간호: 특히 간호사가 환자가 되어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후에 간호사로 복귀한 뒤 더 환자를
배려하는 간호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음, 제가 아파봐서 환자의 마음을 잘 이해 할것이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였는데 이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짐

Q7

우리학교에 지원한 이유
A 언니와 선생님의 추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학교에 대해 더 찾아보니 64년도에
설립되어 역사가 오랜 된 것을 알았고,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아팠던 것이 약점이 아니라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남들
과는 다른 저만의 장점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뽑아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인재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이여서 면접실 앞에서 가번호 나눠주고 자기소개 하면 이름대신 가번호 말하라고 알려주심. 제 경우 간호학과 교
수님과 신부님 두분이 면접관이셨고, 학생 말에 호응을 잘해주셔 편안한 분위기였음. 면접관 분들이 질문에 설명을 붙이며 질문해
주심. 때문에 질문이 길어 질문의 요지를 잘 알아들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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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1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정말 힘든 간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는지 자기 피력해보세요
A 장점을 바탕으로 자기 피력했음!

Q2

다른 학교에 간호학과도 많은데 왜 우리학교인지 말해보세요
A 부산가톨릭대학교만의 프로그램과 간호학교가 바탕이라 전통이 깊어서라고 답함

Q3

봉사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얻은 것과 잃은 것
A 음악봉사를 이야기하니 어떤 악기 했냐고 흥미를 가져주심, 잃은 것은 얻은 것이 너무 많아 없다고 했고, 봉사 300시간
넘어서 칭찬해주심^^

Q4

3학년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올렸는지 공부방법과 그에 반해 어려웠던 과목
A 자기 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한 공부방법과 과학 공부 방법 말함

Q5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
A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간호사랑 엮어 말함!

Q6

마지막으로 안 시키면 아쉬운 말
A 간호학 탐구를 바탕으로 탐구정신을 강조함

전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은 면접관과 학생이 2:1로 진행된다.
대기실에 모여 조용한 분위기로 대기하고 순서에 맞게 면접 도우미를 따라가면 된다.
휴대폰과 에어팟 등 전자기기는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 순서대로 걷는다.

질문 및 답변
Q 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교생활 중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저는 9살 때 동생이 아데노이드라는 편도 수술을 받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 자연스럽게 간호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 김리연 간호사님의 ‘간호사라서 다행이야’라는 책을 읽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두 번의 학술제, 3년 간호
자율동아리 부장, 체육대회 의료지원, 소아암 뱃지 기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우연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소아암 퇴치라는 기사를
보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뱃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뱃지를 디자인하고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홍보로 타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뱃지에 대한 모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 소아암 재단에 기부할 수 있었고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저의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다음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활동을 가
장 노력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자신이 받은 수상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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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1학년 때 받은 소논문 대회 수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눈 충혈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전 학생들의 렌
즈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지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렌즈 세척법, 권장 착용시간, 다목
적 용액과 식염수의 차이 등을 조사했고 모르는 부분은 선행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가 끝난 후 친
구들에게 발표를 통해 콘택트렌즈에 대한 지식을 알렸고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고 렌즈로 인한 눈
충혈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건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정말 뿌
듯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연구 했고 그만큼 성과도 좋았기에 저는 이 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봉사시간이 정말 많은데요, 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나요?
A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체온을 측정 했고 재
롱을 피우며 어르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회가 아주 심한 치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배회
어르신의 경우 실종 위험이 커서 함부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계속 나가려고 하셨고 30명이 넘는 어
르신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은 이 어르신에게만 신경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의 담당 선생님께
부탁드려 어르신과 함께 뒷마당을 산책 하겠다는 허락을 통해 어르신과 산책을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좋아하는 밭을
가꾸며 매주 어르신과 친해지고 저절로 가까워졌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었고 담당선생님
의 수고를 덜어드리며 매주 제가 봉사를 갈 때면 저에게 배회 어르신의 짝꿍이 왔다며 반겨주셨습니다. 배회 어르신과
보낸 시간도 가장 많았고 제가 도움을 드리며 나아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뿌듯함을 느껴 이 사건이 가장 기
억에 남습니다.
Q 매주 봉사를 가면서 성적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나요?
A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가면서 어르신과 정도 많이 들었고 특히 배회 어르신과
매주 밭을 가꾸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특히 배회 어르신의 짝꿍이라는 말이 저
를 매주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Q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며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을 배울 때 시 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은유적
인 표현과 그 속에 숨은 뜻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공책
한 권을 만들어 시를 적고 옆에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저장하듯이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그림을 보았
을 때 시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고 반대로 시를 보았을 때에도 그림이 떠올라 실수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
는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공부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Q 간호사와 관련된 독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최근 읽었던 김현아 간호사님의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을 최근 메르스
첫 발생 환자가 나왔던 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직면 했을 때 그 상황을 피하
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으면서 메르스 환자뿐만 아니라 원래 중환자실에 있는 생사의 갈림
길에 서있는 환자들을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될 일이니까’라는 말인데요, 나로 인해 중환자실의 환자가 살고 그 환자가 살면서 우리 지역의 사람이 살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제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간호사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책을 가장 인상 깊었
던 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일단 저에게 1차 합격이라는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간호사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노력의 마지막 관문이자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 서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
님들께서 저의 관문은 활짝 열어주신다면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인재상인 진리 안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20학번이 꼭 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면접은 미리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는게 큰 도움이 된다. 답변을 미리 적고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하면서 답변을 여러번 연습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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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1 블라인드 면접 10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빠른 판단력을 가져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학 다큐
멘터리의 다양한 병원 상황을 접하며 환자를 위해 언제나 달리시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돌보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
을 보고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되어 간호학과에서 자세히 간호학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간호학과가 설립된
학교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오래된 전통 그리고 국제간호실무실습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접해 전문적인 지식들
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수상경력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자율동아리 경진대회의 상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구성해 과
학에 대한 지식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의사가 꿈인 친구와 함께 수의사와 간호사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 눈에 띄던 것이 사람과 가축 간에 이환되는 감염병인 인수 공통감염병이었습니다. 주변
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의 예로는 광견병이 있습니다. 인간에 한정된 병이 아닌 동물과 이완되는 병을
조사하고 발표해보면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던 활동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Q2

봉사활동이 적은편인데 왜 그런지?
A 고등학교 1,2학년 때 갔던 요양병원 봉사활동에서는 대부분 바닥청소나 창문틀 닦기 등을 시키셔서 정적이고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 마음이 달라졌었습니다. 고교생활에 부족했던 봉사를 성인이 되어서 쭉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Q2

고등학교 재학 중 실시했던 지원학과와 관련된 독서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독서활동과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A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책은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 입니다. 다른 간호사 관련 책과 달리 신규 간호사부터 은퇴 간
호사까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생활의 노하우(역할모델,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 저
자의 조언 등 자세히 알려주셔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확신이 잘 서지 않았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간호
사가 직장을 떠날 때 “아직 당신 손길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구절을 인상 깊게 보고 제가
은퇴 간호사가 될 쯤에 저런 말을 들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환자들을 간호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Q2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발휘한 사례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말해보세요.
A 저는 저의 부족한 과학 실력을 메꾸고자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 수업 중 생명과학실험과 물리학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생명과학실험과 물리학 실험은 조원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난 뒤 실험 보고서를 꾸준히 쓰며 실험 보고서 작성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고 2학년 과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2

성적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3학년에서는 도리어 약간 하향인 듯 보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A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니 마지막 내신시험이라는 부담감과 주위 시선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1
학년 때 부터 해오던 공부법으로 계속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Q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인문학 강연 내용 자세히 말해주세요

Q2

다른 학생들보다 독서와 봉사가 약간 적은데 이유
A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의 예를 들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Q2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
A 융합과학대회를 말하고 추천하고 싶은 이유를 답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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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수업시간에 선생님 눈을 맞춰 수업을 듣고~~라고 적혀있는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A 학생이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Q2

마지막으로 할 말
A 먼저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전문인으로서 해외 의료 지원을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
고 부산가톨릭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진리를 통해 사랑 안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예상 질문들 열심히 준비하면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전

형

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 교복, 학교 체육복 착용 금지/ 이름 말하면 안됨/ 부모님이나 친척의 지위, 직업 말하면 안됨
/ 면접 시작 전에 가번호를 받아서 왼쪽 가슴에 붙임 이게 자신의 이름
면접관 – 면접관 (입학사정관, 간호학과 교수) 2명과 면접생 1명으로 구성
1명 들어가면 2명 정도 밖에서 대기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환자의 외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픔까지 책임지고 간호하고 싶은 지원
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간호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의료 다큐멘터리를 통해 꿈을 키워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중요하
게 여겨지는 것이 책임감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해 여러 학교 행사에서 반을 이끄는 리더로서 맡은 역할에 책임을 지려고
했고 학급 회의 시간에 친구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여 원활한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학창 시절 키워온 책임감
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글로벌 간호 전문직 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긴장 풀게 하기 위한 말들
Q2

창의력 대회 생명과학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인지 설명하고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A 창의력 대회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푸는 대회입니다. 여기서 저는 평소 관심이 많았
던 생명과학 부문에 참여하여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문제 중에 샴푸 성분의 체내 흡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문
제의 답이 생각나지 않아 답을 못 쓰고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계속 의문으로 남아 따로 조사해 본 결과 샴푸 입자
가 커서 모낭에 연결된 모세혈관을 타고 체내로 흡수될 수 없다는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으로 심층적
인 문제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않고 혼자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형식적인 답이 아닌 창의적인 답을 생각해봄으
로써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Q2

‘스티븐 호킹의 청소년을 위한 시간의 역사’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A 스티븐 호킹이 청소년을 위해 쉽게 천문학, 우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은 책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블랙홀에 관한 내용
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을 위해 썼다고는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
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세히 기억 안남)

Q3

진로(간호사)와 관련된 책 이외에 읽은 책 중에서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가요?
A 저는 ‘마션’이라는 책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마션은 화성 탐사를 갔다가 모래바람 때문에 주인공이 낙오되어 혼자 화성
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저는 주인공이 좌절하지 않고 혼자 해결해가는 의지와 화성에서 감자를 심
어서 키우는 등 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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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봉사활동은 한 곳에서 꾸준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간호사에게는 봉사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저는 분위기도 좋고 배울 점도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래 봉사하게 되
었습니다.

Q5

3학년 때 가입한 주제탐구 동아리에서 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A 항생제 내성에 대해 탐구했던 내용을 말함

Q6

마지막으로 할 말해주세요.
A 저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저의 모든 면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난 소통 능력과 리더
십을 갖춘 인재로서 부산가톨릭 간호학과의 발전된 프로그램에서 저의 역량을 펼치고 싶고 또 제 역량을 보여드리고 싶
습니다. 저는 오직 환자들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크게 긴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생기부 위주로 많이 물어보니깐 홈페이지에 있는 예
상 질문 꼭 확인하시고 생기부 위주로 예상 질문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전

형

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 학생 = 2 : 1 / 면접시간 : 10분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중학교 때부터 간호사의 꿈을 지니고 있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과 평소 모둠학습이나 단체활동에서 잘 화합
하고 한 가지 일을 끈기있게 해내는 나의 장점과 미래계획을 간단히 소개함.

Q2

수상기록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A 건강올림데이 소감문 쓰기대회 최우수상. 이 행사에서 여러 가지 간호 지식을 알게 되어 좋았다. 나와 같은 꿈을 가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좋은 결과
를 얻었다.

Q3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는?
A 과학의 날 행사에서 과제를 주고 창의적인 아이디로 설계하고 제작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해 내는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인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통합적 사고력이 요구됨. 본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에 대해
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상을 계기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하고 여러 학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춰서 융
합할 줄 아는 미래인재로서 역량을 기르게 한다고 말함.

Q4

3학년 학생부 진로활동에 언급된 ‘학급건강신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A 세상을 바꾸는 아침에서 조사한 5대 질병에 관한 내용과 성인병 예방하기 위해 다이어트 방법으로서 갈색 지방에 대한
내용 등 건강한 다이어트의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하였음.

Q5

동아리활동 관련
A 000이라는 과학동아리 활동을 2년간 했기에 그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함. 식물의 알레로파시효과와 화학
비료가 식충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장기간의 탐구단계를 수행하였고, 실험과정과 결과에서 가설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피드백을 하고 재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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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0년 후 계획을 말해봅시다.
A 제가 목표로 하는 국제간호사, 정신과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하고, 국내에서도 직
접 임상경험을 많이 하여 환자와 소통하는 따뜻함과 의학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것임.

전

형

성직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2:1면접. 신부님 한 분, 교수님 한 분이랑 면접함.
최대한 예상치 못한 걸 질문하려 하셨던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신의 거의 모든 일생을 한국에서 보내며 본인도 감염될 것을 알면서도 방역복이 아닌 하얀 가운
하나만을 입은 채로 한센인들을 치료하신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들을 본받아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000
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서 지내는 것이 즐거웠고 성당에서 선창이나, 피아노 반주 등 여러
전례봉사를 하는 것을 늘 보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본당의 청소년 회장으로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통
해 리더십 또한 갖추고 있으며, 여러 성당 행사들이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될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며 부산가톨릭대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저의 신앙심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산가톨릭대학교의 국제간호 실무실습 프로그램이 국제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고, ‘글로벌 간호전문직 발전에 이바지 하는 리더십을 갖춘 간호인재’라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재상과 제
가 부합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더더욱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간호학과
에 지원한 74번 지원자입니다.
Q 봉사활동 중에서 교내에서 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이야기 해주세요.
A 저는 2년 동안 교내 계단 청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는 언니의 추천으로 이 청소 당번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 등교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계단을 깨끗하게 청소했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는 게 귀찮았지만 하면서 계속 칭찬을 듣고 또 주변에서 계단이 깨끗해서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굉장히 기분이 좋
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 청소를 꾸준히 하였고 저는 학교에 절대 지각하지 않는 습관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는 해야 하는 일을 나서서 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굉장히 큰 활동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수상경력을 보니, 방과후학교 우수학생 상을 수상했던데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A 일단 그 상은 방과후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받은 상이기에 정말 의미가 있는 상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저
혼자 수업을 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업 전에 미리 교실에 도착하여 선생님께서 필요한 자료나 수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도우미역할을 자처하였고 또 방과후학교에 빠지려하는 친구들을 독려하여 같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Q 성적을 보니 2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던데 본인의 성적 관리 방법과 후에 변화를 얘기해주세요.
A 저는 항상 무엇이든 외워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그 암기방법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배우는 내용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여 동아리 활동이나 실험반 활동을 하며 직접 체험을 해보고 지식을 쌓아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
금 집중하다보니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하나를 얘기해주세요.
A 저는 간호사를 뒤늦게 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부족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건 선생님께 추천받은 책을 읽으며 간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그 중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은 ‘간호
대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현재 실제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글쓴이가 간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질문
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한 책이었고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졸업 후 진로였습니다. 간호학과를 진학하면 병원에만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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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알았던 제게 간호장교나 간호공무원, 보건 교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제간호사 등 다양한 진로방향을 알
려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국제간호사가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간호사는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거의 모든 교과목의 모둠장을 맡아 친구들을 이끌어가고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아 그것
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많이 해오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수업 도우미로
서도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고 이는 후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환자와 의사
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는
저의 의사소통 능력으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환자들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치료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것이고 그 꿈을 위한 첫 걸음을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압박면접 되게 세다고 들었는데 나는 운이 좋았음. 그리고 1명이서 하는 면접이다보니 질문 되게 많이 했음. 꼬리 질문은 안했
음. 최대한 예상치 못한 걸 질문하려 하셨던 것 같음. 난 정장차림으로 갔음.

전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명 응시생1명

질문 및 답변
[ 수상경력 ]
Q 수상경력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1학년과 3학년 때 받은 봉사상입니다.
Q 수상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게 참여했던 대회가 있나요?
[ 진로희망사항 ]
Q 고등학교 재학 중 지원학과 진학을 위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사례를 말해보세요.
A 저의 꿈은 보안업체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 보안업체 에 방문하여서 보안업체는 무슨 일을 주로하고 앞으로 어
떤 사람이 회사에 필요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
안업체에 관련된 기사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Q ○○○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희학교는 점신시간 마다 버스킹을 하는 재밌는 밴드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친구들과 함께 연주를 해보고
싶어서 밴드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로 밴드부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아노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
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아노 말고는 다룰수 있는 악기가 없었는데 선생님 추천으로 기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곧 버
스킹과 축제가 다가오는데 기타를 전혀 다룰 수 없었지만 짜투리 시간에 열심히 연습을 하여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력을 해서 할수 없었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니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느끼고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Q ○○○ 봉사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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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학습발달상황 ]
Q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발휘한 사례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말해보세요.
Q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Q ○학년 때에 비해 ○학년 때는 성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 독서활동상황 ]
Q 고등학교 재학 중 실시했던 지원학과와 관련된 독서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독서활동과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Q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Q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크게 좌절했던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노력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 저는 1학년 때 선도보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면접을 보았지만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반장도 하고 있었고 준비도 많이 했
었는데 선도부에 떨어지니 제 자신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에 또 도전
해서 붙으면 돼지라는 생각을 하고 전에 무었 때문에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면접을 통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이 실패가 비록 작은 실패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 경험 덕분에 저
는 실패해도 좌절 하지 않고 다시도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실패를 할 때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Q 고등학교 재학 중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A 저는 1학년 때 반장을 하였습니다. 막 중학교에서 올라온지라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을 가장 힘들어했는데 제가 항상 친구들이 야자시간을 힘들어 하지 않게 항상 즐거운 말을 해주고 다독여 주었습
니다. 그리고 학급 회의를 통해서 친구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서 친구들의 건의사항을 학교에 건의한 다음 친구들이 힘
들지 않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반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힘든 것이고 노력해야하는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든 리더가 된다면 책임감을 막중히 느끼고 힘
든일이 있으면 남에게 미루지 말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리더가 되야 된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 통합질문 ]
Q 지원 동기를 말해보세요.
A 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을 지키는 가장 대표 적인 경찰이라는
직업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유명 경비보안업체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보안업체 사무실
에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보안업체 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경비 보안업체 경영자는 경
찰처럼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직업일 뿐 만 아니라 많은 기술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편의까지 줄 수 있다는
것 에 대해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비보안업체 경영자를 꿈꾸게 되었고 이 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여서 꼭
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말해보세요.
A 저는 대학 진학 후 3가지 목표 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학적 지식을 쌓기 위해 전공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련분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3번째 대학 졸업 후 MBA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BA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Q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요?
A 저의 장점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잘 이끌 수 있고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큰 장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의 단점은 꼼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작성 한 것을 읽어보게 하거나 주
변에 꼼꼼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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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지역인재

지 원 학 과

노인복지보건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 학생 1’로 10분 내외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저는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 티비에서 보았던 저소득층 친구의 이야기를 보고 저의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기부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 고등학교에 입학 후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고등학교 재학 중 공부하기 어려웠던 과목(?)과 성적 변화가 있었던 과목
A 저는 암기가 약해 사회 탐구 과목과 과학 과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해 평소 하던 공부방법대로 수학
공부를 했는데 제 만족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상담을 받고 매일 일정한 양의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해주셔서 그 방법대로 한 결과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Q3

자소서에 다양한 풀이법으로 풀 수 있는 수학 과목을 좋아한다고 적어놨는데, 다양하게 풀 수 있는 것을 노인복지보건학과
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A 잠시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하니 다른 질문 한다고 하셨어요.

Q4

다른 학교에도 노인복지와 비슷한 과를 썼을건데 합격한다면 부가대에 올 생각이 있는가
A 요양원에서 봤던 사회복지사님들처럼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 입학 할 것입니다.

Q5

노인복지보건학과를 졸업하면 여러 진로(?)가 있는데 어디서 일을 하고 싶은가
A 저는 1:1 결연을 맺어 저소득층 친구를 도와주거나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정서 지원, 반찬 봉사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Q6

노인복지보건학과와 관련된 책(?)
A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내용이 있는 ‘사회복지 이야기’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7

생기부에 올라와있는 책 중 ‘사회복지사 이야기’ 말고 기억에 남는 다른 책
A 1cm+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
려주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보고 고정관념을 조금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8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블라인드)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한 자기소개
A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번입니다. 저는 다양한 스포츠를 몸소 접해보고 프로스포츠나 대회경기를 보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해서 스포츠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쳐보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시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저는 이런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을 관리하며 치료, 재활을 해줄 수 있는 선수트레이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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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수상경력에 교과우수상이 많은데 어떤 상인가요?
A 교과우수상은 학기별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이 1등급일 때 받는 상입니다.

Q3

수학교과가 특히 많은데 이유라도 있나요?
A 수학교과가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매력과 그 중 간단한 풀이를 알았을 때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때의 성취감이 뛰어나서 수학교과에 흥미도가 높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Q4

그에 반해 영어 성적은 좋지 않은데 이유가 있나요?
A 영어를 단어만 외우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저는 문법적 부분에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
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도 부족했던 저는 영어에만 집중할 수 없었기에 영어공부를 소홀히 해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생
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이 없는 기간에 영어를 기초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Q5

봉사활동에 환경정화활동이 많은데 이런 활동을 많이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A 최근 세계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환경정화활동같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이러한 사소한 활동들을 각자가 하나씩 쌓아가면서 환
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환경정화활동을 했습니다.

Q6

그러면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이유와 함께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저는 작년에 참여했던 기아체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반나절이 안 되는 시간을 굶고 우물에 물 나르기와
모래 속 사금 찾기 등의 활동을 했는데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편했던 제
삶이 괜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이나 다양한 기구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

독서활동에 박경철의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A 이 책은 박경철님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은 써놓은 책으로 처음에 저는 의사가 의료 권력을 독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의사들의 헌신성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들의 상황을 알아가면서 도움
이 간절한 그들에게 봉사정신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Q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저의 주장을 애매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상황을 보며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하
기 방법으로 친구가 고민을 토로할 때 의도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여 자극을 주어 동기부여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Q9

본인의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극복한 사례를 말해주세요.
A 저의 단점은 일을 정교하게 하려고 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남들에 비해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 경험이 있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일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빠르게 터득하여 익숙해지면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수학을 할 때 계산 속도는 느리지만 특정 유형을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연구하여 문
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Q10 대학교 들어와서 학업계획이나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물리치료사가 해야 하는 다양한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할 것입
니다. 또 다양한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고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해 졸업 후에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와 대한운동사협
회의 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해 미래에는 의무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Q11 벌써 우리가 이야기한지 10분이 넘었는데 더 하고 싶거나 못했던 말 자유롭게 해보세요.
A 저는 하고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가 되려고 한 만큼 환자들에게
더 완벽하고 특별한 치료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목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학교가 부산가톨릭대학교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여 깊은 역사와 전통을 밑바탕으로 한 미래 창의·융합 신물리치료학 교육과정을 이수하
면서 물리치료사의 자질을 키워 환자들에게 질 좋은 치료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준비, 전자기기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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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뒤에 잡히면 3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있음.
진행요원 형이 알려줬는데 모르면 자신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장 분위기가 긴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면접관분들이 잘 대해주심.

전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개인면접, 면접관 2분, 블라인드면접, 면접 시간은 8분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자와 공감할 줄 아는 물리치료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Q2

지원 동기
A 작년에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점점 낫는 모습을 통해 물리치료사란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
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허리 통증에 좋은 물리치료를 찾아보고 온찜질을 해드
리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짤막한 지식들을 알게 되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해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줄 아는 모습과 배려할 줄 아는 저의 장점이 물리치료사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 물리치료학과
에 1000시간 현장 실습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습은 물리치료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습능력
향상에 있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2학년 때 결석이 많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개인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Q4

교내 봉사가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평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하였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봉사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Q5

자신의 학업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가요?
A (준비 못 한 질문이라 기억이 잘 안남) 저는 제가 수학과 영어 부분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아리 활동, 교과자율동아리, 영어 말하기 대회 등 참여하여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6

교내 봉사 보다 학업에 더 신경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A (기억 안남)

Q7

입학 후 학업 계획은?
A 잘못된 자세로 인한 허리 디스크질환 문제 증가와 골반 틀어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대
해 집중으로 공부하고 도수치료를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굴’ 이라는 학내 동아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봉사를 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물리치료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직업 윤리관을 형성
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블라인드)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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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A 준비한대로!

Q2

(출결 상황) 개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개근은 결석, 지각, 조퇴 없이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1,2학년 때 진로가 바뀐 이유 (1학년 때 간호 계열, 2,3학년 물리치료사)
A 1학년 때 꿈 설명 -> 왜 그 꿈을 가졌었는지 -> 꿈이 바뀐 이유, 물리치료사를 꿈꾸게 된 계기(1학년때 가졌던 꿈에 대
한 이야기 비중을 적게)

Q4

보건 자율 동아리를 했는데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동아리 이름'은 보건 자율 동아리 입니다. 꿈을 위해 계획 했던 활동들을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함께 부흥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동아리 이름'을 직접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아
리 이름'에서는 의료사고 스크랩, 대학생 인터뷰, 기부 활동 등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고
이를 통해 ~~~를 느꼈습니다.

+) (꼬리질문) 동아리를 직접 결성했다고 했는데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A 2학년 때 처음 결성한 동아리라 동아리원들을 이끌어 가는데에 많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또다시 '동아리 이
름' 보건 동아리를 결성하였을때는 2학년때의 서툴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 설명)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낙오자 없이 모든 동아리원들을 이끌어 가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동아리 활동 우수상 받은 것을 직접 언급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 함)
Q5

장애인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데 특별히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총 2년 동안 지역 내 장애인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간 학교에는 언어와
청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훗날 물리치료사로 일하게 되었을때 몸이 불편한 환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
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장애인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Q6

'책 제목'은 학생들이 잘 안 읽는 책인데 읽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법 관련 책)
A 법과 정치 시간에 민법과 형법에 대해 배우며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 점이 궁금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 그럼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그러면 이혼은 민법인가요 형법인가요?
Q7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A 저는 김현정 의사의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몸이 아플때 수술이나 약물치료
대신 스스로 몸이 치유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수술
이 아닌 온열치료, 전자치료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8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1978년에 신설되어 4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간의 오랜 전통은 제
가 입학하였을때 저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2001년부터 캐나다,
일본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국제 임상실습과 학문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가톨릭 대학교의 국제 교류가 졸업 후 해외로 취직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산 가톨릭 대학교 물리치료학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로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요?
A 부산 가톨릭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여 학술 동아리인 학술부에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학술부의 부원으로 활동하며
물리치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학술총회와 학술대회, 학술 교류를 통해 더 심화된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굴이
라는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봉사활동 또한 열심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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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피지컬 테라피스트이자 선수트레이너인 그레이쿡은 운동과 재활치료 전문가는 반드시 어려운 활동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취를 가속시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부산가톨릭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게 된다면 다른 요건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는 무엇인지 생각하여 오로지 환자를 위
한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꼬리 질문이 많고 당황할만한 질문이 꽤 있음.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상 질문들은 모두 익히고 자신의 생기부에 어떤 내
용이 있는지 다 알아야함. 돌발질문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 하면 됨!!

전

형

지역인재

지 원 학 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 학생: 1 / 면접시간: 10분 내외
블라인드 면접: 출신지역, 학교, 부모님 직업 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말 하면 안됨.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을
권장 하나 입었을 경우 학교에 따로 배치된 가운을 줌.

질문 및 답변
Q 상담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학과에 지원 한 이유?
A 어릴 적부터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러고 싶습니다.
Q 수상경력이 많은데 상을 많이 주는 학교인가봐요? 이 중 기억에 남는 상?
A 독후활동 관련 상입니다. 그 상을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상을 받게 되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이였습니다.
Q 독후활동이 많은데 책을 강제로 많이 읽히는 학교인가봐요.? 책을 많이 읽은 이유와 기억에 남는 책?
A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심리학 관련 책을 많이 읽게 되었으며, 특히 ‘인간관계 심리술’이라는 책을 읽고 평소 인사하
기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애매한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인사 방법을 익혔습니다.
Q 봉사시간이 많은데 학업에 열중안하고 봉사를 한 이유?
A 봉사를 통해 특별하지 않은 저 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 또한 행복해져서 꾸준히 봉사
를 했습니다.
Q 행동 및 발달 사항에서 기억나는 내용
A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여 성과를 이룬다는 평가가 있는데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억에 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교수님의 말투와 표정이 매우 기분 나쁘고 불쾌함.
- 교수님들과의 거리가 멀어서 교수님이 뭐라는지 잘 안 들릴 수도 있음.
- 예상 질문 준비해가도 답변하기 힘듦. 생기부랑 자소서 꼼꼼하게 많이 읽어보고 당일에 프리스타일로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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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치기공학과

면 접 방 법

2:1 면접 (대면면접)

질문 및 답변
Q 지원한동기
A 오랜 시간을 앉아 보철물을 만드는 치기공사라는 직업에는 꼼꼼함과 인내심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
성격이 꼼꼼하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것
을 잘하는 제 성격과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치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치위생과 치기공의 차이점
A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를 보조하여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치기공사는 치과에서 의뢰한 보철물을 제작, 수리, 가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Q 교내 교외 봉사활동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A 저는 봉사동아리인 RCY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마다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
도에서 친구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며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교통지도를 함으로써 친구들이 무사히 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다른 동아리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동아리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어라는 과목에 대해 배우다가 흥미가 생겨 중국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라
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의미있었습니다.
Q 중국어 동아리에서 중국 의료기기 시장 조사하고 느낀 점
A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많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의료 시장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Q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A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모르는 문제를 몇 번씩 다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수학의 공식도 항상 외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1. 블라인드 면접
2.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대로 입실
3. 입학사정관 1명, 환경공학과 교수 1명

질문 및 답변
Q1

효행상을 받았는데 자신의 어떤 효행이 돋보였는지 말해보세요.
A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는데 저는 좌정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비 지원이
라는 글자만 봐도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보거나 담임선생님과 자주 상담하면서 부모님의 곤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2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A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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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매기는 동시에 시간 분배를 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Q3

댄스동아리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했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A 한 팀의 리더는 안무와 대형을 가르쳐 주어야합니다. 서로 친하지가 않아 안무는 잘 하고 있는지, 대형은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그대도 방치하면 팀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친해지기 위해 장난을 걸거나 농담을 건네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전보
다 좋아질 수 있었고 리더의 역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할 말은 무엇인가요?
A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정말 오고 싶어서 복수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꼭 뵈었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안됨(블라인드 면접)
2. 부가대는 인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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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학교
전

형

다문화가정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학과

면 접 방 법

3대 3 25분 심층면접(생기부 기반 아님)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은 A → B → C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C → B → A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B → A → C 등 돌아가면서 답변함.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Q1

교사가 된다면 주최해보고 싶은 교내 행사가 무엇인가?
A 제가 교사가 된다면 사회 탐구와 관련된 대회를 개최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사회
가 되었고 그 이유는 사회 탐구 활동과 연관이 깊었습니다.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거나 궁금해하던 주제에 깊이 파고
들어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게 느껴졌고,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행사를 주최할 시에, 아이들의 융
합적, 탐구적 사고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Q2

부산 교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방식의 장단점과 앞으로 교대가 지향해야 할 선발 방식은 무엇인가?
A 부산교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수시선발방식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을 기반으로 한 의도적인
몰아주기 행위나 학교 간의 수준 차가 잔재해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교대에서 중시하는 교직인적성을 확인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성과 적성, 개성이 녹여져 있는 학생부를 통해 미래의 초등
교사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사의 필요성과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A 과학기술, 지식과 정보가 주가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초등교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식과
정보 전달은 인공지능이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면 중 하나인 인성은 로봇
이 대신해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창의성 발달을 위한 예체능 교육은 초등교사 고유
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Q4

교사가 되어 발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A 저는 제 ‘밝음’을 교사가 되어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평소 밝은 미소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중요시
하며 이를 위해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 저와 대화를 한 상대가 제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
어간다며, 대화를 하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제 밝음이 아이들의 긍정적
인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이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부산교대에 적합한 학생이라 어필함)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였음(대기시간에 비해 면접 시간이 매우 짧았음)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학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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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심층면접 (3:3)
올해부터 면접방식이 달라져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3개의 질문을 받고 숙고시간 없이 바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답변시간은 2분 이내이고 타이머로 시간을 잽니다!
지원자를 A,B,C라 칠 때, 첫 번째 질문은 A->B->C, 두 번째 질문은 B->C->A, 세 번째 질문은 C->B->A로
진행됩니다!
부산교대 면접 평가 방식에 M(상호협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순서의 앞 지원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을 표하거나 조금 덧붙이고 다른 의견일 경우에는 다른 점을 설명하는
것(비판X)도 필요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지원자가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꼭 진행해보고 싶은 수업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인성수업의 일환인 버츄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버츄프로젝트란 모든 사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랑, 배
려, 나눔, 용기, 열정 등의 가치들을 발견하여 발전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빛나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가지고 싶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 입니다.
더 나아가 내 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
리 반 전체가 이번 달에 지켜야 할 가치 수칙들을 아이들이 직접 정해보며 아이들이 그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
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Q2

학종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보고 교대 입시에 있어서 학종 VS 정시?
A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꿈과 끼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
다. 저는 고등학생 시기란 그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란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
다는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장점인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시기관이 설치되거나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대학교 입시만큼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른 대학교보다 교육대학교는 학생들의 인성이나 적성 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험점수만
을 맞춰 교육대학교에 들어온다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다양
한 봉사활동, 교육동아리 활동 등을 하며 내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나아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할지 고민할 수 있었습
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더 초등교사가 꼭 되어야겠다 라는 동기부여 또한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토대로 저는
정시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대 입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2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로봇이 초등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초등교
사가 지녀야할 자질은 무엇이고 AI 교사 대체가능성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A 4차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더 인간만이 가진 능력들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형화된 좋은 대학, 취직
이 성공이었던 이전과 다르게 자신이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것, 흥미가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사의 존중이라는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
의 가치와 특성 등을 존중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주는 것이 이 시대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A 저는 AI이 교사와 인간은 공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 지원자가 인간은 인성교육, AI는 지식교육을 맡아 분담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함.) 저는 앞 지원자의 의견과 살짝 다르게 AI 혼자 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교사가 지금
과 같이 지식교육의 주를 이루되 AI 교사가 인간 교사의 학습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I 교사는 아이들이 계
속 틀리는 문제 등을 분석해서 아이들만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당 학생 수가 많아 소외되거나
수업시간에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칠판을 닦아주는 행위를 통해 더욱
더 인간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힙 들었던 것이 면접이었습니다. ㅠㅠ 저는 워낙 긴장을 많이 해서 처음 연습할 때는 머리도 새
하얘지고 말문이 턱턱막혔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모의면접을 했을 땐 많이 울기도 했구요.. 저는 아는 사람 특히 선생님들 앞에
서는 쑥스럽다고 해야 하나? 부끄러워서 말이 정~~말 안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덜 긴장되는?!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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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카페를 통해 교대준비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보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법이 저한테 훨씬 잘
맞기도 했고요! 실제 면접에서는 진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보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면접이 많이 남았다면 교육 시사를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면접 일주일 전부터는 혼자라도 계속 말로 내뱉은 연습을 하세
요. 처음엔 30초 다음엔 1분 이렇게 늘려 가다보면 나중엔 2분 가까이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시, 자신의 경험, 배경지식 등을
활용하면 충분이 길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말을 너무 완벽히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또 기계처럼 줄줄줄 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진
짜 말하듯! 친구랑 대화하듯이 편하게 말하는 게 긴장이 덜 돼요!!오히려 그런 강박 때문에 긴장해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답
변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수님들은 정~~~말 착하십니다!! 딴청을 피우시는 교수님들도 가끔 계시
지만 그 분들이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중간에 말이 막히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자
신 있게 ‘웃으면서’ 대답을 이어가세요. 실수 한 번했다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대답을 듣지 않는 교수님은 정말 단 한 분도 없었습
니다. 그냥 진짜 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외운 것이 아니라 진짜 평소에 자신의 생각했던 대로 말하다 보면 긴장도
풀리고 말도 술술 나올 거예요!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 (3대3 면접)으로 교수님들이 질문하시면 그에 맞추어 3개의 질문에 응답함. 첫 번째
질문에는 123, 두 번째는 231, 세 번째는 312 순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숙고시간 없이 즉시 응답
함. 시간 초과 시 바로 옆에 있는 도우미가 알려주고 말을 끊음. 자신의 면접 후 즉시 퇴실. 처음에 큰 강당에
들어가 유의사항을 듣게 되는데 들고 간 자료 아무것도 못 봄. 多대多면접이다 보니 옆 사람이 말할 때 계속
보고 경청하려고 노력함.

전

질문 및 답변
Q1

훗날 교직에 선다면 본인이 진행하고 싶은 행사나, 프로젝트 또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부산교대가 최근 중요시하는 창의 인재, 또한 채점 기준에 있는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함. 평소 생각하고 있
던 교과연계 수업 –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더하여 아이들끼리 이야기해볼 수 있는 상담 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답변.

Q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대 학종 전형의 장단점을 말해보고 본인이 생각한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주세요.
A 첫 번째 순서라 생각 나는대로 말함. 수능의 공정성 부문에 관해서는 학종이 학교마다 다른 점에 근거하여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점을 지적함. 하지만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고 성적뿐만이 아닌 교사로서의
자질을 학생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함. 현행을 유지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해결책이라고
일컫기는 애매하지만 대학에서 직접 고교를 방문하여 학생부의 진위 여부나 학생의 실제 모습을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답변함.

Q3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의 주장을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이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A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 초등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 뿐만이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 즉 전인교육 부문도 있다고
근거 제시. 가져야 할 덕목은 인공지능 등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생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아이
들과 함께 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 또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 아이들의 흥미를 이야기하며
알아가고 이에 맞추어 자기계발. 인공지능-빅데이터 수업 활용 – 사례로 설명했는데 이건 잘 기억이 안 남.

전

형

지 원 학 과

지역인재 전형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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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과 면접대상자 3명이 들어가 공통 질문에 2분 이내의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교사가 된다면 기획하고 싶은 활동과 그 이유에 대해 각각 말해주세요
A 외교관 프로젝트 : 외교관 프로젝트는 친구들끼리 모둠을 꾸려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 음식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
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다문화를 알아갈 수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A 리더십 활동 : 리더십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모두가 리더 경험을 가지고 색다른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을 맡는 책임감이 결국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리더십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Q2

교대입시로서 학종이 갖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자신은 어떤 전형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A 장점=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단점=선생님이 제대로 기록을 해주지 않을 시 학생이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미래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잘 어울리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종의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 학종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Q3

AI 발달로 초등교사가 존속 가능한 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에 따라 교사가 길러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A 존속 가능하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 또한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수업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초등교사의 정서적 발달 역할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AI가
잘하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를 AI에게 맡긴다면 교사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 시간
이 많아진다. 교사는 기획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창의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지식을
단지 알고 있을 때보다 활용하고 응용할 때 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창의력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 해결 활동들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기획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꼭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일
관성 있게 말하고 최대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애요. 그리고 꼬리질문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최대 답변 시간은 2
분입니다. 대답이 짧다면 감점요인이 될 수 있고 생각을 잘 모를 수 있기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형

지역인재 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강당에서 대기후 3명씩 올라가 면접 진행, 3대3으로 진행하며 1,2,3번 지원자가 있다면 a질문에 대해 1번-2
번-3번 순으로 답변, b질문에 대해서는 2번-3번-1번 순으로 답변
c질문에 대해서는 3번-1번-2번 순으로 답변하는 형식임.

질문 및 답변
Q1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본인이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이유
A 네. 앞 지원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나 독서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문화의 날이 있는 것처럼 한 달에 한번, 혹은 한 학
기에 한번씩 다문화의 날을 열어 하루간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강사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문화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터키의 아이스크림이라던지, 멕시코의 타코라던지 등을
다른 국가에 직접가보지 않더라도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
문화 학생을 만나거나 다른 국가의 문화에 접했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
른 피부색의 아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를 만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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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현재 교육대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으로 학생들을 뽑는다. 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고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
해주세요.
A 네. 현재 교육대학교에서 정시보다는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
로 학생들을 뽑았을 때의 장점으로는 초등교사인 만큼 아이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인성을 바르게 해주는 역할
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기초해서 초등교사의 자질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앞 지원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국사태나, 학생부 조작사건들이 있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종
합전형에서 생기부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오로지 생기부, 인성면접을 제
외하고 만약 학생이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를 면접관님들 앞에서 직접 수업을 시연하며 초등교사
의 자질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Q3

4차 산업혁명으로 초등교사의 전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이에 맞는 초등교사의 역량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교사의 등장에 초등교사의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이 종종 있습니
다.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교사의 역할은 지식전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인간교사는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
이나 아이들의 감정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교사가
사라지기보다는 인공지능교사를 활용하여 조화롭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인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
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초등교사의 역량으로는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능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창의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수업방법 한 가지를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황제시수업입니다. 상황제시수업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으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으며 창의력뿐만 아니라 발표력까지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만들어 줄 인성교육능력입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지 않나 생
각합니다. 그렇기에 초등교사는 다양한 단체활동, 모둠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진행하여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양보
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분위기 :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앉으시라고 하셨지만 들어가기전 친구들끼리 같이 하나둘셋 안녕하세요! 하기로 했기에 앉으
시라고 하실 때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크게 외치고 시작하여 분위기 좋게 시작하였음. 하지만
면접을 볼 때에는 면접관님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귀 기울여 들어 주셨음.
느낀 점 :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 시간이나 답변 길이를 고려하며 답변하기엔 힘든 점이 있었음. 다시 되짚어보니 답변
이 2분 내로 답변하는 것인데 대부분 1분~1분30초이기에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움. 그래도 분위기도 나름 좋
았고 무엇보다도 면접학원 친구들 3명이 같은 면접실에서 본 것이 아주 도움이 되었음.(55명? 중에 3명이 같이 되었기에 아주 놀랐음)
답변을 하고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시사나 생기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라도 자연스럽게 답변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낌. 2번질문은 생각도 못했지만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답변하여 나름 만족하는 면접
이 되었음.

전

형

지역인재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3대3 면접으로 한 질문에 2분의 제한시간이 주어짐. 순서는 면접관 앞사람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며 대답.

질문 및 답변
Q1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
A 유초연계교육과 랜덤게임과 같은 놀이교육을 하고 싶음. 저는 교육동아리활동에서 “동생아 우리 뭐하고 놀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음.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과 생활하면서 동생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이고, 동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성
장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랜덤게임과 같은 게임도 활용하고 싶음. 실제로 초등학생 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람합니
까?” 하는 게임을 했음. 학기 초반부터 해서 어색했지만, 그런 활동은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쉽게 친해
질 수 있었음. 저는 유초연계교육이나 랜덤게임 같은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수업하고 싶음. (대충 이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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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교대에 입학하는데 더 알맞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라 생각?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A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알맞다고 생각, 학생부 종합전형은 3년간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잠재
력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교사는 공부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예체능 방면에도 뛰어나야함. 그런것을 알기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알맞음. 다른 입시수단인 수능은 학생에게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하루의 컨디션에 따라 무너
질 수 있음. 하지만 종합전형에도 단점이 있음. 자사고 같은 고등학교는 고교서열화를 일으키고 사교육을 발생시키기 때
문에 생기부의 부담이 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골에 있는 학교는 그 학교에 비해 생기부가 빈약해짐. 기재할 수 있는
페이지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학교에 다른 차이가 발생시키지 말아야함. (대충 이런 형식)

Q3

AI등장하면서 가져야 하는 교사의 자질.
A 교사가 인격적인 만남을 선사할 수 있어야함. ai의 등장으로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에 능력이 안될 수도 있음.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전달 뿐만이 아니라 인성, 교우관계 그리고 사교성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함. 그래서
저는 유초연계교육이나 랜덤게임과 같은 놀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음. 그리고 그 활동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과 마음의 거리를 줄이고 재미있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음. (대충 이런 형식)

기타 유의사항
- 자신을 어필할 수 있으면 분위기를 보고 해야함. 좋은 인상을 주면 플러스지만, 오히려 분위기를 무시하고 하면 마이너스임.
- 면접관님은 무뚝뚝하지만, 한명 정도는 진행방식을 알려주어야 하니까 친절해야함. 그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이 준비한 거
열심히 !!
- 면접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을 경쟁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기!! 다들 다같이 붙자고 격려해주기
- 교사를 진정하게 꿈꾸고 생각해왔다면 면접은 정말 쉬움!! 너가 평소해 생각해본 것이니까!!!
- 면접들어가기 전 동아리 홍보차 응원해주러 오는 선배들 있음.
- 그곳에 계신 모든분은 너를 도와주려고 함. 그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이게 중요
- 11조? 까지 있었는데 질문이 다 같은 거 같아요. 아는 애들한테 연락하니까 똑같았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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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글로벌인재전형-면접)

지 원 학 과

국제무역마케팅학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 / 교수 2명 :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면접 전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특산품 물어보시고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을 몇 마디 하심
Q1

지원동기가 뭔가요?
A 꿈이 글로벌 마케터이다. 다른 학교는 단일 언어 대학이 많은데 이렇게 언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서 전공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아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대답함.

Q2

고교시절 어려움 극복사례를 물어봤고 정말 잘 대답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남

Q3

고교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해보세요
A 열정, 기회, 침대서랍으로 하겠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좌우명이 '열정에게 기회를'이었다. 열정의 열자는 뜨거울 열자이다
말 그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할 때 비로소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중략-그 사례를 설명함). 그리고 내 침대에
는 4개의 서랍이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열정을 쏟아 부었던 취미? 같은 게 들어있다-열정을 쏟아 부어 봤더니 실제
로 여러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잡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꼭 기회를 잡아 열정을 불
태워 성장하고 싶다고 말함.

이외에도 몇 개 더 질문하셨는데 대부분은 공통문항에서 물어보고 꼬리질문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은 거의 안하셨음. 엄청 편
안한 분위기였으나 계단식 강의실 계단 쪽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라 조금 더 긴장되긴 함.

전

형

학생부교과(글로벌인재전형-면접)

지 원 학 과

동남아창의융합학부

면 접 방 법

1.면접날 전에 학과마다 수시면접고사 안내문을 문자로 보내준다. 학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층으로 이동하면
된다. 안내문에 면접 시작 시간의 1시간 전 학생 대기실로 입실하라고 한다.
2.학과 층에 도착하면 학생 대기실 들어간 후 신분증을 확인한다.
3.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면 대기실 밖에서 어떻게 하라 설명해주고 면접실로 들어간다.
4.들어가면 대기실에 2명의 교수님들이 나란히 앉아 계시고 의자 한 개가 놓여있다.
5.인사드린 후에 면접을 보면 된다.

질문 및 답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상면접질문 그대로 물어본다.
Q1

자기소개를 고교생활경험을 바탕으로 1분간 하기
A 2학년 때 학급총무부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학급비를 관리하며 기른 책임감과 학교의 큰 행사마다 적극적이게 참여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활발한 대학생활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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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고교시절 중 행복했던 일이나 어려웠던 일을 극복한 사례가 무엇인가요?
A 학교의 축제나 체육대회 등 춤연습을 할 때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며 활발하게 연습을 했던게 행복했었고 1학년때까지 수
학이라는 과목을 잘 못했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2시간씩 개념복습, 문제풀이를 하면서 성적을 올렸다.

Q3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중고등학교 때 영어라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다른 나라 언어에 흥미가 생겼고, 그 중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베트남에 관심이 생겨 베트남어가 있는 동남아창의융합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4

베트남에 관련된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A z베트남어를 준비해왔습니다! Xin chào. rất vui được gặp chị Chúc một ngày tốt lành

Q5

입학을 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A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가서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
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입학 한다면 학업계획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베트남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 후 복수학위제도라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베트남에 직접 가서 베트남 대학생활을 하면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 생활을 더 깊게 배우
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서 자신감 있게만 말하면 절반은 성공이다.

전

형

학생부교과(글로벌인재전형-면접)

지 원 학 과

영어학부

면 접 방 법

2대1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처음에는 뭐든지 나서서 하는 것을 주저하였지만 의

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싶어서

노력하였습니다. 선도부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저의 부족한 점을 알고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
고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Q 영어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A 저는 어렸을 때 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
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선도부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했나요?
A 교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돌아다녔고 아침에 일찍 등교를 해서 친구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
니다.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Q 활동 중에 갈등 같은 문제는 없었나요? 있다면 느낀 점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A 제가 1학년 때는 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배들의 말에 잘 따르며 협동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직접 조장을 해보면
서 조원들과의 갈등과 선도부 내의 갈등에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하면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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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잘 마무리 지었고 그 후배도 교칙을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도부 내의 불화에도 모두 대화를 통해서 좋
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이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 대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공부할지와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A 제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아보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과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해보
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해외지사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SW전형)

지 원 학 과

임베디드IT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에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10분 내외로 봅니다. 예상 질문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으며 총 7문항
중 4문항정도 물어봅니다.

질문 및 답변
제 면접질문은 고교생활의 경험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고교생활에 힘들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우리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학부에 합격하면 가장 먼저하고 하고 싶은 일과
장래 꿈, 학업계획을 물어봤습니다.
Q1

고교생활의 경험으로 자신을 소개해보시오.
A 동아리(컴퓨터동아리-프로그래밍, 모델링, 3D프린팅 등) 관련위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 고교생활에서 동아리의 비중
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열심히 한 활동이었기에 동아리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였고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
람이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였고 면접당시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Q2

고교생활에 힘들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Q3

우리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A 이 질문들 또한 동아리에 관련된 답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상황들을 생각해서 말할 수 있었지만 제 입장에
선 동아리활동이 고교생활에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답변을 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비슷한 주제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Q4

우리학부에 합격하면 가장 먼저하고 하고 싶은 일과 장래 꿈, 학업계획을 이야기 해보세요.
A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었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외대의 장점인 어학연수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이 처음인 사람은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청심환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면접에 들어가면 자신이 준비했던 답변들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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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공군)
전

형

면 접 방 법

일반
1분과 2분과 나눠서 15분씩

질문 및 답변
[ 1분과 ]
Q 어디서 왔어요?
A 울산이요.
Q 뭐타고 왔어요?
A 아빠차요.
Q 차에서 무슨 생각 했어요?
A 솔직히 말하면 신체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Q 공사에 와 보니 기분 어때요?
A 제 꿈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것같습니다.
Q 타 보고 싶은 전투기 기종은?
A 초 3때 블랙이글스 공연을 봤는데 그게 T-50을 타보고 싶습니다.
Q 체력 점수는요?
A 23점입니다.
Q 체력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A 그 점은 저도 인지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2-3배 더 노력하겠습니다.
Q 공사십훈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솔선수범입니다.
Q 왜요?
A 제가 리더의 경험을 많이 해 봤는데 리더가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네. 수고하셨고 체력 열심히 단련해서 봅시다.
[ 2분과 ]
Q 학생 공부를 엄청 잘 하네요?
A 감사합니다.
Q 그런데 울산고가...(고교 순위 정리한 종이 같은 거 보면서)없네요? 작년에 서울대 몇 명 갔어요?
A 2명입니다.
Q 공부를 상당히 잘 하시는데 수시에 다른 대학 썼어요?
A 서울 상위권 대학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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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KY?
A 네.
Q 학생 생기부를 보면 국제통상전문가로서 진로가 너무 확고한데 왜 여기 왔어요?
A 고 1때 제 진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와중 진로진학부장 선생님께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꿈은 전투기
조종사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공군사관학교는 신체검사가 너
무 까다롭기에 네가 단순히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고 이를 수용해서 진로를 국제
통상전문가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목표는 가슴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되고 싶은 이유와 국제 통상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국가에 도움되
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Q 생기부를 보니 경제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A 네
Q 그렇다면 본인이 쓴 대학교의 경제학과와 공군사관학교 중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A 7 대 3정도 생각합니다. 공사가 7입니다.(이 때 분위기 갑자기 싸늘해짐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낌)
Q 좀 충격적이네요. 7 대 3이면 사실 여기 안 오고 싶다는 소리거든요.
A (말잇못)....
Q 그건 됐고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었나요?
A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3학년 내신성적의 하락으로 좌절감을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 때 저는 아버지와 상담을 했고 위로
를 받아 다시 마음을 다 잡고 학업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사관하교 1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Q 1차는 몇 점 받았습니까?
A 262점입니다.
Q 체력은 몇 점 받았나요?
A 23점입니다.
Q 만족합니까?
A 아닙니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Q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입시설명회 때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우리 학교로
생도들이 찾아와 입시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오지 않았어서 섭섭했습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께 물
어보니 우리 학교는 7 ~ 8년 간 공사 합격생이 없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꼭 공사생도가 되어 저같
이 꿈을 가지고 있는 모교후배를 위해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학생. 그 정도라면 아까 100%라고 답했어야지.
A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로

기타 유의사항
1분과는 쉽게 / 2분과는 압박질문

7 대 3 빼고 분위기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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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육군)
면 접 방 법

- 면접 전에 대기실에서 주변 수험생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긴장 풀기
- 바로 앞의 순서인 수험생과 대화를 하면서 면접정보도 얻고, 자신이 면접을 끝내고 나올 때 뒤에 수험생에게
간단한 정보나 조언들을 주면 긴장을 풀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 사전숙박을 포함하여 2박 3일 동안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험생들과 빨리 친해지는 것이 좋음. 절대 싸우
지 말고 서로 예상면접 질문을 해주면서 연습도 하고, 체력검정 팁도 공유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2차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1분과 : 모의토론 할 때 주제 선정 후 찬성과 반대를 나누다. 너무 상대를 공격하고 반론할 생각만 하면서 토론에서 이길려고 하
지 말고, 면접관들에게 경청하는 자세와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전에 준비시간 10분이
주어지는데 그때 상대팀과 발언순서, 입론, 반론 내용을 맞춰서 구성해야 한다. 모의토론은 팀워크가 중요하고 다 같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로 단독행동 하지 말며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된다.
Q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해야 하는가?
2분과 :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약술은 하루 전에 제시문을 준다. 제시문 요약과 자신의 입장을 2분 동안 말해야 한다. 내용이 상
당히 어렵고 면접관들도 일부로 공격적이고 압박 면접을 할 것이다. 면접관이 꼬리질문을 통해 압박했을 때 쉽게 입장을
바꾸면 더 난처해질 것이다. 모르는 부분은 얼버무리지 말고 자신 있게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 수험생 대부분 2분과 면
접이 제일 어려웠다고 했다.
Q 징비록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
3분과 : 생기부 면접은 솔직하게 거짓 없이 말하면 된다. 내신이나 출결에 대해 물어볼 때도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할 방법을 말하면 된다. 면접 준비 할 때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봉사정신을 발휘했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2개 정도씩 만들어놓고 연습하면 된다.
Q 학폭위나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있는가?
Q 생기부에 기재된 독서 내용, 전부 다 읽었는가?
Q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Q 간단한 우리학교(울산스포츠과학고) 소개
4분과 : 자소서 면접은 1차 시험 후 제출한 자소서와는 별개로 전날 한번더 인터넷으로 자소서를 쓰게 한다. 70분 동안 11개의
질문을 각각 3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쓰고 몇 번 연습해서 대충 개요 정도는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면접 때는 그렇게 작성한 자소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된다.
Q 체육고등학교 출신이면 체력 검정 만점이겠네요?
Q 옷은 누가 추천해줬어요?
Q 자신이 봉사정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나요? 뛰어나다면 그러한 경험은?
Q 유도 잘해요?
5분과 : 외적 자세 면접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걸음걸이 발성, 경례 자세, 차려 자세 등을 시키며 무조건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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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도야 물러가라 큰 소리로 외치기
Q 간장공장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따라 읽기
Q 선 따라 걷기, 차려, 경례, 앉았다 일어서기, 양팔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기
6분과 : 심리, 적성 면접은 전날 2시간에 걸쳐 3개의 검사지를 통해 검사한다.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고 굳이 좋은 검사 결과를
위해 고민하면서 검사를 할 필요 없다.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
Q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Q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7분과 : 생도대장과의 면담
면접위원장님과의 면담이다. 자신의 육사에 대한 포부와 진심을 담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준비해야가며 버벅거리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2차 시험을 치면서 사전숙박을 포함하여 2박3일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주변 수험생들과
특히 같이 호실을 쓰는 수험생들과 빨리 친해져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각종 일정 사이사
이에 대기시간이 꽤 길다. 그때 지치지 말고 혼자서 면접 상상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 539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삼육대학교
전

형

농어촌 전형

지 원 학 과

일본어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분으로 면접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의자에 앉아 혼자서 약 15분 동안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은 자
기소개서에서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어
학과에 지원하게 된 수험번호OOO입니다.”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Q1

일본어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작성자의 꿈은 승무원)와 꿈이 승무원이 아닐 경우의 지원동기?
A 승무원은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므로 답변시 언어공부가 중요하므로 흥미 있게 배울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Q2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사질문, 낙태질문도 있으므로 두 개의 질문 중 1가지를 선택할 것)
A 저는 저 출산의 심각성에 답변하였습니다.

+) 그럼 본인은 자취 하실 건가요? (2번 질문에 대한 꼬리질문)
Q3

학원에서 면접 준비를 하셨나요?
A 다른 학생들과 달리 교수님들 기준으로 학원에서 면접을 많이 연습한 후 면접에 응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Q4

영어성적상승의 비법이 무엇이었나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본인의 영어 공부 방법)
A 본인이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하셨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 면접시작 15분전 2번 질문과 낙태질문은 2개중 1개를 택하여 답을 준비하여야합니다. 문제가 길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형식으로 물은 것이 많았으며 분위기가 좋았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면접관 한 분은 눈 감고 계셨음) 그래도 당황
하지 않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 540 -

∙ 상명대 ∙

상명대학교
형

상명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제금융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분에 학생 혼자 / 생기부,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 / 10분 정도 진행

전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국제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Q2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A 친구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이 힘들었다.

Q3

경제 수학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실생활 속 경제에서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배웠다.

Q4

그럼 실생활 속 경제에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주세요.
A 세금이랑 합리적 소비 같은 거 얘기한 거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남.

Q5

경영 관련 책을 꽤 읽었는데 경영학과 경제학 중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A 경제학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음.

Q6

앞으로의 학업계획
A 상명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해 배우고 싶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꼭 상명대학교에 입학해서 경제 관련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실 입장 후 핸드폰 끄고 자신이 준비해온 다른 자료를 보면서 대기하는데 이때 다른 학생들과 대
화 절대 금지.

전

형

상명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수학교육과

면 접 방 법

8시 반까지 입실(입실시간은 사전에 공지, 다 다름)
휴대폰은 받은 지퍼백 안에 전원끄고 보관
가번호 순서대로 자리 재배치
앞번호사란 면접할동안 복도에 앉아서 대기
면접관2명, 10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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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밥은 먹었어요?(긴장 풀어주려고 하신 질문)
A 네! 먹고왔습니다
Q 면접은 10분가량 생기부랑 자소서 바탕으로 질문할게요. 어려운거 없으니까 긴장푸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A 네
Q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준비한거)
+) 수학멘토 활동을 하며 가르쳤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A 순열과 조합~~~~함수의 종류별 가짓수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
+) 그 방법을 통해 순열과 조합을 모두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복합적인 문제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 자체를 구분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배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열은~~~ 조합은~~~입니다
+) 순열과 조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제가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조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더 다양한 곳에서 활용
되기 때문입니다
+) 순열이 활용되는 곳이 어디가 있죠?
A 이항정리와 같은 곳에서 활용됩니다.
(면접관님 끄덕끄덕 해주심)
Q 자연통합수학을 배웠는데 어떤과목인가요?
A 3학년 때 교육과정 상 3과목을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기하와 벡터 과목과 함께 자연통합수학에서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함께 배웠습니다
Q 수상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이 뭔가요?
A 자율동아리 활동 우수상입니다. 자율동아리에서~~~~~~~
Q (자소서)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저는 혁신학교라는 체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한 장점이 있지만 ~~한 단점 역시 있기 때문에 저는
체제 자체를 찬성하기 보다는 ~~한 장점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있으면 어필해주세요
A 상명대학교는 사범대학으로 시작한 역사를 갖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뿐 아니라 소통능력과 ~~~~~(대충 상명대
사범대학만의 장점 얘기) 상명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교사가 되고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하고, 본인이 하는 답변에 꼬리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할 것
갑자기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기 보다는 즉석해서 생각하더라도 당당하게말하고 두괄식으로 말해야함 본인의 생각을 먼
저 말하고 항상 그 뒤에 이유를 말할것
그 학교만의 특징을 파악해가서 알고있다는 것을 말하면 좋을듯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긴장은 안됐지만 항상 웃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중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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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

전

형

상명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영어교육과

면 접 방 법

2:1 심층면접

질문 및 답변
Q1

1학년 진로희망은 판사인데 2,3학년 진로희망은 교사로 기재되어 있네요, 꿈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건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라서 준비한대로 대답했습니다.

Q2

1,2학년 봉사활동을 보면 RCY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RCY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교육과 관련된 봉사
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어있든 아니든 얘기해주세요.
A RCY에 소속되어 있는 레드캠페이너에 가입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교육과 관련된 봉사는 3학
년 때 했던 파이데이행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Q3

영어로 자신이 생각하는 교사상을 얘기해주세요.
A 상명대 영어교육과는 영어질문을 하나 꼭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준비한대로 4문장 정도 얘기했습니다. 상명대 영어교
육과 면접 예정이신 분들은 영어로 자기소개, 자신의 장단점, 교사상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준비하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A 이것도 준비한대로 제 교사상과 연계하여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분위기가 무척 좋았어요. 교수님들이 반응도 잘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내해주시는 선배분이 긴장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상명대 영어교육과는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 자신의 생기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00개 넘게 준비했습니다. 영어질문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꼭 택시타고 가세요. 언덕이 높아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고생했어요.

전

형

상명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생명화학공학부 화공신소재전공

면 접 방 법

입학사정관으로 보이시는 분 한명 학과 교수님으로 보이시는 분 한명 이렇게 2분이랑 함께 면접을 진행함. 학
생은 1명만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1

이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
A 이 학과의 커리큘럼과 나의 진로를 연관하여 말함.

Q2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활동
A 3년 동안 자율동아리 장을 맡으며 성장하는 하나의 모습. 지표를 보여줫다고 말함

Q2

전공지식 - 물이 4도C에서 가장 밀도가 큰이유
A 수소 결합 때문이라고 말함

+) 전공지식 - 산화 환원 정의 설명
A 산화와 환원 각각 3가지의 정의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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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지식 - 만류인력법칙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A 물체를 당기는 힘의 한 종류라고 설명을 하고 만류인력공식을 이용하여 질량이 영향을 준다고 말함
+) 전공지식 -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 설명
A 못 말함
Q2

마지막으로 할말
A 상명대에 입학하게 되면 하고 싶은 3가지를 말하며 설명

+) 이 진로를 희망하게 된 이유
A 3학년 때 특강을 이유로 들며 설명

기타 유의사항
상명대는 전공지식이 45% 를 차지하는 면접이다. 그렇기에 전공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생기부 내용보다 전공지
식을 물어보는 시간이 더 많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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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기계ㆍ자동차공학과

면 접 방 법

서류기반면접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Q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관계는? 피보나치 수열의 탄생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Q 일상 속 물리적 현상을 수학을 이용해 이해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Q sin  의 적분 방법을 설명해보세요.
Q 여기서 창문 밖으로 같은 질량의 공을 수직낙하 시킬 때와 포물선 운동을 시킬 때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바닥
에 닿기 전의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Q 행성의 원운동에서 가속도는 0인가요?
Q 행성에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속도가 0일 수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Q 지원자가 다른 사람들 1명 혹은 2명과 함께 2명 혹은 3명이 그룹을 이뤄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
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안전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두 분에서 노트북 들고 10분가량 면접함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하게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준비해간 거 말했음

Q2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해서 배우고 싶은 전공이 뭐죠
A 건설안전공학에 대해 배우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함

Q3

그 외에 여기서 뭐 배우는 줄 알아요??
A 재료역학, 유체역학 , 심리학 등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거 말고 전공과목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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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 그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Q4

네 그럼 건설안전공학에 관심이 많은데 건설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엔 무엇이 있죠?
A 내가 준비 해갔던 내압과 하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함

+) 지진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지진에 두가지 파동에 대해서 말해보시겠어요?
A s파와 p파가있습니다.
Q5

내진설계 방법 중에 알고 있는 것 말해보세요
A 면진구조를 예시로 자세하게 설명함

Q6

안전공학자가 가져야할 마음가짐 같은 거 이유대지 말고 그냥 쭉 말해보세요
A 저는 책임감, 꼼꼼함, 사명감, 자신의 지식을 믿을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학생 수가 왜 이렇게 적어요?
A 아 ㅎㅎ 저희학교 원래 학생 수가 적은데 이과가 특히 더 적습니다

Q 네 시간 다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A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있습니다!!
Q 아 ㅎㅎ 짧게 해보세요
A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한마디 해도 됩니까?
Q 아 영어는 좀...
A 아 알겠습니다. 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말 사랑하고요 교수님들과 수업하고 싶습니다. 저 한번만 믿어주십시오.
Q 하하하 수고하셨어요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면접인데 생기부에 대한 질문보다는 면접관들이 물어보고 싶은거 물어봄.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전자IT미디어공학과

면 접 방 법

A, B, C 총 세 조로 나누어 들어갔어요. 저는 거의 뒷번호라서 4시간 정도 기다렸네요..(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
A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전자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
어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SW중점학교였기 때문에 SW와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습니
다. 그 중에서 저는 2학년 때 활동한 거점형 로봇기초와 3학년 때 활동한 IOT 스마트홈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
다. 이 활동으로 아두이노 우노와 부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에 맞는 코딩을 하며 전자공학의 매력에 빠지게 되
었고 전자공학과의 진학을 확신하였습니다.
Q SW중점학교? 음 코딩같은 것도 배웠나요?
A 네. 먼저 저는 2학년 때 정보라는 과목에서 스크래치와 플레이봇으로 블록 코딩의 기본적인 지식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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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거점형 프로그래밍을 신청하여 C언어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배운 내용을 응
용하여 3학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내신산출기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내신산출기가 어떤 원리죠?
A 저희는 총 3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3년 간의 내신을 평균을 내주는 프로그램, 과목 별 등급과 단위 수를
입력하면 평균등급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총 인원수 중 몇 등인지를 입력하면 등급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Q 내신산출을 할 때는 확률분포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것을 관련지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A (당황)어.. 먼저 내신산출을 하려면 등급을 알아야 하는데 확률분포는.. 잘 모르겠습니다.
Q 음.. 내신을 산출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A 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평균과 편차로 확률질량함수를 구하는 내신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단지 내신
등급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z점수까지 계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Q 그러면 편차가 크다는 말이 뭐죠?
A 평균으로부터 넓게 퍼져있다는 의미입니다.
Q 수학개념탐구대회에서 ‘벡터맨’으로 참가하셨는데 왜 벡터맨으로 정하신 거죠?
A 교내수학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고교과정의 수학 단원 하나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침 벡터의 연산과 내적이라는 단원을 담당하게 되었고 벡터맨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벡터의 내적을 설명하였습니다.
Q 벡터의 연산에 내적이라는 말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왜 따로 말한 것이죠?
A 이 대회에는 이과 뿐만 아니라 문과 친구들도 있었는데 문과 친구들은 벡터와 내적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다 보니 저희
가 그림과 코사인을 이용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Q 벡터의 내적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먼저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기저벡터 2개를 이용하여 시점을 똑같이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정
사영하여 크기를 모두 같게 만들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코사인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정사영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그림자 말고_)
A 음.. 잘 모르겠습니다.
Q 물리2를 안배워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A 저희 학교 특성상 물리2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꼭 다 공부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예상 외의 질문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다. 전공과 수학, 물리에 대한 개념은 한 번씩 정확하게 읽고 가면 괜
찮을 듯 하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환경공학과(환경정책전공)

면 접 방 법

원탁에 3~4명씩 앉아서 대기
가번호가 불리면 면접실 앞에서 대기
8~10분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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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Q2

물, 소금, 모래, 기름 섞여 있음.

+) 모든 재료를 분리하는 방법?
Q3

환경정책에 관해 아는 것(괜찮다고 생각하는 환경정책)

Q4

프랑스의 차량 2부제와 우리나라 홀수 운행제의 차이?(자소서)

+) 왜 우리나라는 시행 효과가 잘 안 날까?
+) 우리나라 사람들이 홀수 운행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 참여를 유도할 방안
Q5

앞으로의 학업계획?

Q6

이과 내용 학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Q7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

지 원 학 과

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과 두 분과 15분 동안 실시함.
생기부 내용보다는 과학 관련 질문을 많이 함.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지원동기 짧게

Q2

자소서에서 컴퓨터 언어에 대해 공부했다고?

Q3

물의 pH가 6.9인 이유는?

Q4

우리를 초등학생으로 생각하고 미적분을 설명해라.

Q5

영어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Q6

가장 의미 있는 상은?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에 적힌 것 뿐 아니라 과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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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교
전

형

교직인성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 제시문숙고(7‘) - 개별면접(10’)
- 오전 9조여서 9시 10분까지 입실.
Tip. 한 조당 14명이었고, 면접이 많이 겹쳐 결시자가 꽤 있었습니다. 오전 면접은 대부분 12시 이전에 끝나
는 듯 합니다.
1. 제시문숙고(7‘) : 모두가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서 1명씩 불려나가 면접실 앞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 7
분 타이머가 있고, 잠시 대기 후 면접 안내해주시는 분이 타이머를 누르라고 하시면 누르고 시작합니다. 메
모할 수 있는 A4용지와 펜이 주어집니다. 면접실에는 문제지 없이 메모한 용지만 들고갈 수 있지만, 면접실
내 책상에 문제지가 붙어있습니다.
2. 개별면접(7‘) : 교수2 : 학생1.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제시문 + 꼬리질문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 질문은 없지만, 대답에서 생기부와 자소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제시문Ⅰ]
(A) 코끼리, 펭귄 등등 다양한 동물들에게 똑같이 ‘나무를 올라라’라는 시험 제시(별다른 해설 없이 영어로 제시되어 있었음.)
(B) 사회적 다윈주의에 대한 설명
Q1

(A)의 그림을 설명하고, 그림에 제시된 문제점을 말하라.

Q2

(A)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B)사회적 다윈주의를 비판하시오.

[제시문Ⅱ]
(A) 교사는 도덕적 전달자. 교사의 권위는 모든 행동으로 표출되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B) 교사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정치적 편견 등을 가르치면 안됨. (교육기본법)
Q1

(A)를 바탕으로 위대한 도덕적 교사의 특성에 대해 말하시오.

Q2

(A)를 바탕으로 (B)에 제시된 법을 해석하시오.
A 안녕하십니까.

Q 네. 학생 수험번호 00번 맞습니까?
A 네.
Q 그러면 밖에서 준비해온 제시문에 대한 대답 해주세요.
A (생략)
Q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나요?
A 네. (생략)
Q 수고하셨어요. 나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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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면접 분위기는 방마다(교수님마다) 다릅니다. 저희 방 교수님들께서는 잘 웃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제 말에 무척 경청해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 준비해온 자료는 처음에는 볼 수 없는 줄 알았지만, 불려나가기 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경험한 면접 중 가장 엄숙
했습니다. 수험생끼리 대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면접 안내해주시는 분 제외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 수험표를 가져가면 평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시 나눠주십니다. 그 나눠주신 종이를 옷핀(제공됨)으로 달면 됩니다.
- 생수를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물을 꼭! 들고가세요. 목이 무척 탑니다.
- 가는 길에서 면접 도우미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지만 면접장 내 분위기는 상당히 엄숙합니다.
- 그리고 들어가면 전자기기 모두 걷고,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 바로 자기 물품 줍니다.
- 자기 물품 받고 바로 퇴실합니다. (일괄퇴실x)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안내문에 나와 있었지만, 예상대로 생기부, 자소서 질문은 전혀 없었고 제시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에서 생기부나 자소서 내용을 끌어올 수 있으니 그러한 내용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
어야 합니다.
- 생각보다 10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시간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길게 말하세요.

전

형

학교장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본인 차례가 오면 제시문을 7분간 미리 보고, A4용지에 간
략히 발표내용을 정리해서 면접장에 들어가는 방식. 면접장에는 혼자 들어가며 앞에 교수님 두 분이 앉아계시
고,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거리는 먼 편임. 들어가서 면접은 총 10분간 실시되며, A4용지에 정리한 내용을 바
탕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는 형태임.

질문 및 답변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의 면접 기출문항과 제시문을 참고해서 면접후기를 보기 바랍니다.
Q 발표자료 1부터 발표해보세요~
A 네! 우선 문제 1을 보면, 1인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관지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라고 나와 있습
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점부터 말씀드리면,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은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취미와 흥미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것을 취미로, 전업으
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1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디
어 리터러시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1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미디어로부터 긍정적
인 메시지를 받는 경우 1인 미디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1인 미디어를 시청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1인 미디어를 분석했을 때 얻는 메시지가 부정적이라면, 예를 들어 1인 미디어가 비윤리적이거나, 사람
들에게 편견이나 오해를 줄 소지를 갖고 있다면 이를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해석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1인 미
디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의 창작자 분들께 일종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윤리적이거나, 사람
들에게 편견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자
신의 취미와 흥미를 담은 영상이라 해도, 영상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미디어를 제작
하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것인 만큼 비윤리적이고 편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와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Q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시문 2번 발표해볼까요?
A 네! 제시문 2번의 1번 문제에 보면 나선형 이론의 문제점을 묻고 있습니다. 나선형 이론은 다수의 여론이 어떤 논제를
주장하게 되면 소수가 이에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문제점으로는 다수의 의견이 비윤리적이거
나,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소수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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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를 교실에 적용한 사례를 저는 실제 제가 겪었던 일화와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반에서 짝지를
정하는 법에 대해 친구들에게 물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짝지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친한 친구와 앉자, 학습에 있어서 도움
이 되도록 멘토멘티를 정해서 앉자, 빨리 오는 순서대로 앉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
이 친한 친구와 앉자고 주장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결정되었고, 그렇게 반에서 소외되어 있던 친구는 짝을 할 사람이 없
다며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선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익명성
을 활용해 소수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환경,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공간과 환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Q 네~ 여기에서 추가질문 하나를 할게요. 만약에, 다수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수가 이야기한 게 더 가치있고, 특별하고, 괜
찮은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가 소수의 이야기를 듣고, 소수의 의견 쪽으로 마음을 바꾸도록 할
만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저는 실제 생활과 윤리 시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답하겠습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토론을 할 때 실제로는 논
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반대의 입장을 맡아 주장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근거를 찾다 보니 찬성의 입장에 비해 반대의 입장이 가진 특별한 장점들을 알게 되었고, 토론이 끝날 때 즈음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실제 제 입장도 반대의 입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즉 다수가 소수의
입장을 맡아 토론을 하게 지도함으로써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Q 토론의 방법으로 지도하는거네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수고하셨어요.
A 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읽을 책이나 면접대비 자료 등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함.
오전반의 경우에는 아침식사를, 오후반의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충분히 먹고 가는 것을 추천함.
대기를 오래 하다보면 졸리거나 피곤해질 수 있으므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함.
당일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면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특히, 면접장까지 가느라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면접을 볼 때 밝은 표정
이 잘 나오지 않는데, 면접에 있어서 밝은 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접 시간만큼은 밝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함.
긴장되면 몸이 떨릴 수 있으므로 핫팩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함.
위의 답변은 개인의 견해이고,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해낸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음. 특히, 지금 생각해보면 1번 문항에서는
초등학생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족하다 보니 1인 미디어 방송에 노출되었을 때 무분별하게 방송 내용을 따라하거나, 쉽게 악영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 판단됨.

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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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복도에서 면접 구상 – 7분 동안 두 가지 제시문을 읽고 답변 준비
면접실로 이동 – 면접관 두 분 앞에서 10분 동안 답변

질문 및 답변
Q1

1인 미디어와 관련된 제시문
-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될 경우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A 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직접 나서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다. (화면을 통해 바라보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
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A 부정적인 효과 –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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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침묵의 나선 이론(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수가 침묵하게 되는 상황)
- 침묵의 나선 이론이 적용되는 예시, 부정적 효과,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A 학급에서 반티를 정하거나, 학급회의를 할 때, 영향력 있는 한 학생의 목소리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
A 침묵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비밀투표를 이
용하거나 주기적으로 교실에 소리함을 만들어 그런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함, 하지만 언
제까지나 침묵하게끔 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학생들도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 준비 시간 7분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빠르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학교에서 겪는 일(학급회의, 반의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경우 등),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유튜버의 증가, 1인
미디어의 활성화)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되,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면 좋겠다.

전

형

학교장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학교장추천은 18~19명씩 묶여 5개 조로 나뉘어서 5개의 면접실에서 동시에 시작, 진행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칠판에 적힌 대로 앉아 있으면 평가번호 나누어 주시고 입실시각 완료 후 10분? 쯤 뒤부터 바로 한명씩 나가
기 시작해요. 10분 간격으로 한명씩 나가서 7분 동안 면접실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문제 보면서 종이
에 필기할 수 있습니다 종이랑 볼펜은 주시고, 책상 앞에 7분으로 맞춰둔 타이머 있어서 시간 보면서 풀 수
있어요~ 면접실 안에 소리 안들리도록 귀마개? 헤드폰?도 줘요 7분 끝나면 들어가서 인사하고 바로 답변 시작
하면 됩니다~ 끝나면 폰들고 안내받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질문 및 답변
[ 교직교양문제 ]
제시문1)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 (대충 1인 미디어 시대로 각 개인들이 마음대로 미디어 생산 가능해졌다는 내용)
제시문2)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Q1

1인 미디어 시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Q2

부정적 측면 해결방법

[ 교직인적성문제 ]
제시문) 나선형이론. 토네이도 같은 그림 그려져 있어서 당황했는데 설명 보면 이해되서 안심했음. 의사 결정할 때 소수의 의견이
다수 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 설명한 것이라고 함.
Q1

이 이론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Q2

학교에서의 사례, 해결방안
A 먼저 1인 미디어 시대의 긍정적 측면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미디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누리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많아진다. 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경우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와 같은 하나의 직업도 생겨나
게 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먼저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란 4차산업혁명과 함께 정보가 아주 많아졌다는 것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은 방대한 정보 속에 내맡겨진다.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실질적 문맹 문제를 꼽겠다. 이 실질적
문맹 문제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문제라고 들었다. 아이들이 문장을 해석할 기초적인 능력만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도 많은 정보들을 그저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글이나 매체 자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제시문 2번째에 나와있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토의나 토론을 통해 길러 주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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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나선형 이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소수의 주장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론으로 인해 다수의
분위기가 소수를 압도해서 몰아가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맞고 다수의 의견이 틀린 상황일지라도 다수의 의견이 최종
채택 될 수 있다는 것. 학교에서는 많이 경험했던 장면이기도 한데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공적 행사에서 반별로 경연할
거리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다수의 의견으로 몰려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따라서 이에대한 해결방
안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듯이 열린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입장일지라도 하나의 정당한 의견으로 받
아들여지는 억압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 채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등
+)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런 토론을 할지라도 다수의 분위기가 압도하는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예전 수능 영어지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두 명 이상이 주장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때 이 두 명의 주장이 서로의 주장을 보완하는 것일 때 다수를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이었다. 이렇듯이 소수라 할지라도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작게 모임을 이루어서,
연대를 통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 1인미디어 부정적 측면이나 해결방안 추가할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A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고 나라에서 법적으로 일일이 규제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선
정적 내용이나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이들이 클릭 한 번으로 나쁜 어휘, 선정적 정보들을 받아
들여 그것을 재미있는 유머거리인 양 소비하는 경우, 유행으로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 대표적인 예로 보겸이라는 유튜
버를 들겠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였는데, 아이들이 이를 모른 채 보겸이 만들어 낸 유행어들이나 욕설들을 학교에 유행
으로 전파시킨 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성장과 함께 나라나 기업에서 적절한 규제 조치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등
다듬어지고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 한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으면 떨려서 열도 나는 것 같고 공기도 탁해서 답답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딱히
안 가고 싶었는데 일부러 다녀오면서 복도 분위기도 보고 어디서 면접 보는지 문제 볼 수 있는 책상 위치는 어딘지 눈으로 확인
도 하고 머리 전환시켰어요. 이거 좋은 듯 합니다. 추가질문 전에 첫 대답 다 하니까 4분이나 남았다고 하셔서 당황하니까 시간
은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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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10분씩 2:1면접, 생기부,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기벡세특- 사영 기하학에 대해 탐구했다고 써 있는데, 탐구과정과 느낀 점
A 투시도를 보면서 실제 건물은 세개의 평행하지 않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투시도라는 한 평면에 나타내어진다는 점
에서 사영변환 연관이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후로 사영기하학의 토대가 되는 데자르그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파
스칼의 정리를 다른 도형에도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문을 찾아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Q2

학년장-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느낀점
A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체육대회 회의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잘 조율하여 성공적으로 체육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육대회 종목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저는 학년장으로서 회의 진행 방식
을 바꾸어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Q3

인성동아리- 무슨 활동을 했는지
A 학교 안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칭찬 릴레이 활동과 좋은 글귀 공모전을 하였습니다. (~~꼬리질문)

Q4

CIS 동아리-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A 한마음 주간복지센터와 과학관에서 과학교육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로 실험 키트를 장애인분들과 함께 완성하고,원리
를 설명해드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보통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도움을 준다는 행위에만 집중해서 봉사자의 입장으로
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교육봉사활동은 장애인분들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보니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Q5

지금 떠오르는 책
A 황두진 건축가 선생님의 무지개떡 건축입니다. 이 책에서 새롭게 정의한 '옥상마당'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인상깊었습니다. 평
소 건물의 옥상을 보면, 건물에서 제일 개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흡연장소로만 쓰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옥상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마당처럼 품은 형태로 옥상정원이 조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전

형

기회균형특별전형Ⅰ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가) 평가내용: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함
나) 평가방법: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하여 복수의 면접위원이 10분 내외로 실시함
대기실에 지역균형전형 학생들과 기회균형전형 학생들 모두 모아놓고 대기함.

질문 및 답변
Q (동아리 세특) BEAD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찬반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학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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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꼬리질문 2개 정도함.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Q 2학년장과 학생회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했나요?
Q 반대가 7이고 찬성이 3인, 즉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가 아니어서 찬성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A ‘학생도전기회공모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선배들의 우려가 많았었다. 설명 주저리 주저리
Q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A ‘신뢰’입니다. 설명 주저리 주저리
Q 대학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A 조직행동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설명 주저리 주저리
Q 공부 외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A SNUCSR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싶다. 설명 주저리 주저리

기타 유의사항
- 입실 완료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입실 가능 시간은 7시 50분부터였음.
- 학과별로 각자 학과 건물에서 실시하는 듯함. 경영학과는 SK경영관에서 면접 실시함.
- 면접실이 굉장히 작았음. 2020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책자에 나와 있는 면접 후기처럼 아주 작은 면접실이었음. 교수님 연구
실은 아니었지만, 제가 면접 가 본 곳 중에 가장 아담했음. 그만큼 교수님과 면접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움.
- 보통 다른 대학교들은 자기 차례 오기 직전까지 대기실에서 생기부 등 갖고 온 자료 보게 해주는데, 서울대학교는 입실 완료
시간 지나고 나서는 폰 걷고 난 후에 모든 책들을 다 가방에 집어넣어서 가방을 대기실 제일 앞으로 다 갖다놓게 함. 물 같은 건
마실 수 있었지만, 자료는 못 봤음. 주의 하기
- 압박 면접 스타일 아니고, 무섭지 않게 물어봐주시니 너무 긴장하지 말기.
- 자기 면접 끝나면 개별 퇴실이었음.
- 학부모 대기실 마련해주었음.
- 위 모든 사항들은 2020 입시와 2021 입시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바람. 파이팅!!!!!

전

형

지역균형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8시 20분까지 경영관에 도착해서 대기했어. 대기 하는 동안 수험표 제외 다 가방에 넣어서 앞쪽에 옮겨놨어.
대기하다가 번호 불리면 나가면 돼. 면접실은 대기실이랑 엄청 가까웠어. 나는 첫 번째 순서여서 9시 10분 쯤
에 끝났어!
면접 전 대기실 -> 면접실(10분)

질문 및 답변
Q 지원 동기?
A 경영 마케팅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고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이라는 책을 읽고 북유럽의 다
양한 문화에 대해 배웠고, 그 중 북유럽의 인본주의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스웨덴 기업 발렌베리가 기업 목
표인 이윤 창출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초 과학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경영학과에 진학해 경영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적재적소에 배
치하고 스웨덴 기업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경영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다.
Q 3학년 경제 수학 동아리 ‘벤포드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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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벤포드 법칙은 실제로 1,2,3,4,5,6,7,8,9가 앞자리에 올 확률이 11%로 같은 것이 아니라 숫자가 커질수록 그 확률이
작아지는 법칙이다. 로그 책에 앞 부분만 닳아 있다는 점에 기인해서 생긴 법칙이고 실제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수치들과
맞닿아 있다.
Q 수학 세특에 문제 풀이를 했다고 했는데 설명해볼 수 있나?
A 그 문제는 실제로 EBS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인데 집합 단원에 관한 문제였다. 실제로 문제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갑자기 잘 기억이 안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Q 북유럽 마케팅에 대해서?
A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핀란드의 경영 마케팅이었습니다. 실제 핀란드 법인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노키아
가 2013년에 어려움을 겪은 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핀란드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핀란
드는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다. 큰 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국 내에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고 대학 근처에 다양한 IT 기지를 세웠다. 또한 노키아에서 나온 유능한 인재들과 일자리
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이었는데 스
타트업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퍼셀, 앵그리버드 같은 유명
한 기업이 탄생했고 북유럽의 경제는 회복할 수 있었다.
Q 대학교 오면 하고 싶은 것?
A 우선 지금의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고 싶다. 또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서울대학교 말하기 다담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토론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
하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점을 변화시키고 싶다.
Q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
A 수학 멘토 멘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 또한 실제 수학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친구의 멘토를 맡게 되면서 ~~
이야기 하다 10분 다 돼서 중간에 끊겼어 ㅜㅜㅜ

기타 유의사항
우선 생기부를 꼼꼼하게 보는 게 좋아. 그리고 경영학과는 수학을 정말 정말 중요시하는 것 같아. 실제로 나한테 경제 수학 동
아리를 한 점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했어. 그리고 자소서 4번에 쓴 책 3권 다 언급하긴 했어! 이 책들은 정말 꼼꼼하게 읽고 철
저하게 준비해야 돼.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면 생각보다 10분이 금방 갈거야!! 마치기 2분 전, 1분 전에 미리 노크로 알려
주니깐 이거 생각해서 답변 길이 조절하면 돼. 그리고 학교가 엄청 넓으니깐 면접실이 어딘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게 좋아! 그럼
면접 잘 보세용~~!! 파이팅!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서류 기반 면접. 2명의 교수님과 2:1로 10분 동안 진행.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확인.

질문 및 답변
Q 1학년 때 심리학 수업을 들었네요. 왜 들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 전문 서적을 읽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책이었죠?
A 1학년 때, 아직 경영학을 진로로 결정하기 전이었고, 사학, 법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는 수강할 수 없는 심리학 거점학교 수업을 알게 되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거점학교 수업을 수
강하였습니다. 전문 서적으로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
Q 왜 ‘꿈의 해석’을 읽었나요?
A 수업 중 무의식에 대해서 배운 후 ~

울산광역시교육청

- 556 -

∙ 서울대 ∙

Q 이 책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A 프로이트가 연구할 때 지니는 자세, 태도, 사고방식 등을 배울 수 있었고, 꿈을 체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는 ~
Q 심리학 서적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현대 책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심리학 전문 서적
도 읽었나요?
A 제가 다른 심리학 전문 서적은 읽지 못하였지만, 경영과 관련하여 심리학적 원리가 쓰이는 마케팅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
다. 예를 들어,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와 같은 책을 읽으며 소비자들의 ~
Q (자소서 1번) 모의유엔이 학업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요?
A 모의유엔은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모의유엔 총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어로 기조연설
을 하고, 공식회의를 진행하면서 ~
Q (자소서 1번) propose와 recommend의 미묘한 차이가 무엇이죠?
A propose와 recommend 모두 ‘제안하다’라는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 회의에서 쓰일 때에는 조금 다른 차
이가 있었습니다. propose가 단순히 의견을 제안하거나 제시한다는 의미라면, recommend는 권고한다는 의미까지 포
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할 때에는 propose 대신 recommend를 사용했습니다.
Q 2학년 자율동아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
지 말해보세요.
A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동아리원이 총 4명이었는데, 각각 하나의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탐구
를 하다 보니 4개 기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보안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안전문업체
와의 협력 ~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Q 본인은 무슨 기업을 했나요?
A LG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은 ~
Q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저의 꿈은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경영학을 배워서 사회적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일
반기업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영대학 수업
을 통해 경영인으로서 지녀야할 지식을 쌓고 서울대만의 지속가능경영학회 동아리에서 국내 CSR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사회적 기업을 돕고 싶나요?
A 네! 돕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은 ‘자금 조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에 의
존하는 경향이 높고, ~
Q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이 자금 조달 문제라고 했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이 컨설팅을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근본적
인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영리 기업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SK 최태원 회장처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러한 방법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도울 수 있지만, 저는 사회적 기업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만 집중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영리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제가 경영 컨설턴트로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
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세요.
A 저의 장점은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저에게는 ‘이끄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렇게 고등학교 생활 동안 배운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꿈을 위한 공부를 활발하게, 끝까지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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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님들께서 저의 자소서, 생기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느낌이었고, 서류에 대한 질문을 미리 준비해오셨습니다. 한 분은 질
문을 하실 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물어보셔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면서도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어떤 활동이든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면접 전에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천천히 떠올려보고, 자소서와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예상 질문을 준비하
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경영학과인데도 첫 질문이 1학년 때 배운 심리학이었지만, 미리 예상했던 질문이라서 쉽
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한데, 면접은 교수님들과 10분 내외의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 좋은 기분으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

형

지역균형선발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 학생부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모든 물품 제출 하기 떄문에 학생부랑 자소서를 볼 수 없습니다.)
- 그와 더불어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궁금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질문 및 답변
초반- 긴장을 푸는 질문
Q1

어려운 질문 안하니까 긴장 푸시고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Q2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세특을 보면 수학적인 재능이 타고 났다고 적혀져 있는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Q3

수학이 경영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Q4

확률과 통계가 경영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Q5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있는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라는 책에 대한 설명과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설명해주세요

Q6

법조인이 꿈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

Q7

윤리적 경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8

본인이 생각하는 경영이란?
A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결단력은 이익을 중시하고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Q9

그것은 윤리적 경영과 대비되는 말 아닌지?
A 도덕성이 이익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Q10 그렇게 되면 도덕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A 기업은 이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면은 어쩔 수 없으며 기업이 윤리를 지키게 하는 방면에서는 수단으로써
의 방면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의 쉽고 어려움은 처음에 본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갈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니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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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7시 50분부터 입실하여 8시 30분까지 대기실에 입실해야함.
유의사항듣고 금지물품 제출함. 9사부터 면접 시작함.
면접은 각조의 각각 1번부터 진행됨. 예를 들어 1조, 2조, 3조, 4조, 5조의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실시함. 5조
라고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님. 각각 다른 방에서 면접봄.
그리고 벽에 면접 순서 및 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음. 10분간 면접이라서 9시부터 9시 10분까지 그리고 9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등등 이런식으로 다 적혀 있음. 면접 5분전에 대기실에서 면접장으로 이동함. 그리고
면접은 지원자 1명과 면접관 2명이서 면접함.
면접 종료 시간 2분 전에 밖에서 2번 노크를 하고, 종료 1분 전에는 1번 노크를 하여 시간을 알려줌.

질문 및 답변
Q1

3학년 동아리 활동으로 엥겔지수에 관해 연구조사를 하고 발표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나요?
(인터넷 검색이나 책 참고 등등)
A 엥겔지수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 엥겔지수는 먹방 문화나 가공식품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예외적인 현상
이 나타나기에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주로 수
집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경제 관련된 어휘나 지식은 인터넷 지식 백과사전을 주로 활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습니다.

+) 그러면 관련된 책은 읽은 적이 없나요?
A 저는 평소 경영, 경제에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책은 많이 읽었지만, 엥겔지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책은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 끄덕끄덕 하심.)
＋) 엥겔지수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동기)
A 저는 비문학 공부를 하던 중 엥겔지수와 관련된 지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경영, 경제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와
관련하여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자유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동아리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2

2학년 때 창업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것인가요?
A 창업 동아리를 하게 된 계기와 모의 창업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
운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함.

+)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고 사회적 기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이 일반적인 우리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그
들이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단순히 약자라는 이유로 기회가 제
한되거나 그들의 능력이 과소 평가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나서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발전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
+)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굳이 기업이 사회적 약자 계층까지 고려해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을까요?
Q3

경영이란 무엇이라 생각하고, 왜 경영을 하고 싶나요?
A 경영학과 교수님의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경영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인
생관을 설명하며 이를 경영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계기를 설명함. 경영 컨설턴트라는 꿈을 말하며 경영
의 본질을 실현하는, 윤리경영을 안내하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말함.

기타 유의사항
면접 분위기는 생각보다 매우 무섭지는 않았고, 면접관들께서도 처음에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말을 많이
건네주심.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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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부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대기 후 대학 측에서 무작위로 정한 면접순서대로 면접함
교수님과 거리 생각보다 가까움

질문 및 답변
Q 춥지는 않았나요?
A (대답)
Q 편안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Q 생기부에 블록체인(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 번 설명해보세요.
A (준비한대로 화폐인정가능성 중심으로 답함)
Q 화폐가 되기 위한 기준이 뭡니까?
A (준비한대로 답함)
+) 꼬리 질문 조금 더 있었음
Q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본인은 찬성 쪽에서 토론을 했네요? 한 번 말해보세요.
A (당시에 왜 찬성했는지, 반대 측에서 들고 있는 근거들, 지금의 내 생각을 중립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함)
+) 꼬리 질문 조금 더 있었음
Q 책을 읽고 주식시장이 브라운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내용이 생기부에 있는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A (주식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 중심으로 답함, 질문과 핀트가 잘 맞지 않은 듯)
Q 그럼 Brown theory에 대해서 말해볼래요? (교수님이 그걸 전공한 것 같이 보임, 이론 명을 영어로 말하심)
A (고민하다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Q 웃으면서 알겠다고 함.

기타 유의사항
대기시간 길수도 있음
진짜 생기부 중심을 질문함
생기부의 주관적인 내용이나(진로희망 등...), 교수님이 잘 모르는 내용(마르크스, 행동경제학)등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음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교육학과

면 접 방 법

(사범대학)
제시문 기반 면접(면접 구상실에서 30분동안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 + 면접실에서 두 분의 교수님 앞에서
15분 동안 답변)
1. 제시문 기반 면접이 끝난 후
2. 다시 면접 구상실로 이동(15분 동안 교직 인적성 제시문을 읽고 답변 준비 + 면접실에서 두 분의 교수님
앞에서 답변)

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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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 제시문 기반 면접 ]
(인문학) 편견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여기는 입장에 관한 제시문
Q (나-편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편견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자신의
입장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 답변하시오.
A 편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김(수많은 편견들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의
견 충돌을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 (반박)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도 결국 편견이 아닌가? 이러한 편견도 가만히 두어도 되는가?
(사회과학) 공유경제 관련 세 가지 사례(어떤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 과거 조선시대 혼례복을 대여하는 공유경제, 오
늘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제시 + 이러한 공유경제의 오늘날 문제점에 관한 제시문
Q - 문항 : 각각의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 공유경제 사례의 문제점을 정부, 대여자, 소비자 중 하나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이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A 정부의 입장에서 제시 – 문제점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 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 정부에서 국회에 요구해 이를 명확
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 공유경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하기
+) (반박) 정부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 교직 인적성 문항 ]
(제시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와 관련된 제시문
Q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 중도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갖
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오.
Q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고려하면서 일반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수업 방식(구체적인 과목을
사례로 들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변하시오.
[ 추가 질문 ]
Q 서울대 교육학과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Q 만약 서울대 교육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배워보고 싶다면 어떤 것을 배워보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Q 지금까지 학창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이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 점이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말씀하세요.
Q 수험생의 입장에서 서울대학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하세요.
Q 자신의 성격 중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는 특성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기타 유의사항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반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박에 대한 대비를 미리 많이 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농경제사회학부

면 접 방 법

2대 1 / 대기실에서 이동 / 일반적인 생기부 면접, 가번호 부착
결시자 있으면 조금 더 면접을 빨리 볼 수 있음 / 3개의 조로 접수순대로 자른 다음 뒷번호 부터 면접 봄.

- 561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질문 및 답변
Q 친구는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학교활동을 했네요.
A 감사합니다.
Q1

공유지의 비극(자소서 1번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개인선이 공동선보다 우선하여 발생되는 비극에 대한 우화로,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집단이 공통적 목표를 향해서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달리지 않는 문제인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하였습니다.

Q2

공유지의 비극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접근 방법을 썼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에서 사회점의 단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저희들의 흥미를 돋우려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가장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탐구하다보니 이것이 맨슈어 올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비슷하여 해결책으로 사회자본란, 신제
도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학교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각종 팀 프
로젝트를 수행해낼 때 제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많았을 때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3

공유지의 비극은 언제나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A 아닙니다. 공동체가 단결되어 하나의 사회적 연결망, 호혜적 관계가 강하게 형성될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Q4

집단행동 딜레마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요?
A 공동체에서 공통의 목표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하겠지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 현상 때문입니다.

Q5

사회적 자본이란 뭔가요?
A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동원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6

그럼 이러한 사회적 자본론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대답 못함)

Q7

괜찮아. 그럼 궁금하게 있는데(어쩌구 저쩌구 자소서 내용을 쭉 읽으심)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게 뭔가요?
A 아,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를...(또 질문하심)

Q8

그런거군. 뭔가 했어. 노동자들은 대상으로 조사한 줄 알았거든. 그럼 조사하면서 질문을 했을텐데 기억에 남는 질문을 말해보세요.
A 학생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든가,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 이런 걸 조
사하기도 했고, 저는 부모님 직업이 자영업자인지 회사원인지를 조사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Q9

음 기억에 남는 결과는 어떻던 것 같아요?
A 아무래도 법과 정치를 수강한 학생이 다른 사회 탐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잘 파악
하고 있었습니다.(돌이켜보니 완전히 맥락파악을 못함. 부모님 자영업자-회사원 변인 결과를 말해야 했음)

Q10 지원동기와 이를 위해
A 저는 우연히 ‘국민총생산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설명했음) 이때 사회문제에 관해
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개발, 아니 발전을 위해 국도의 균형적 발전과 이를 위해 노동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 사회학부의 지역정보전공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정채학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에서 실용경제를 추가적으로 신청하여(~기억이 잘 안
남. 경제적인 관점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음)
Q11 2분이 남았는데 자기자랑 해보세요.
A 저는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융합적 사고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이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편인데, 음, 이과적 소양을 문과적 소양과 같이 키우려고 했습니다. 지구과학대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탐구하여 제출한 보고서로 최우수상을 받으며 과학적 소양을 키우거나 지역사회연계 인문학 특강에 참여하거나
친구들을 모아 문예창작동아리에 참여하며 문예적 소양,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추가적으로 거점형 공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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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실용경제나 사회과제연구 등의 과목을 들으면서 사회적 소양 또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제적 교류를 중시하는 농경제 사회학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깔끔하고 핵심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담으세요
서울대 지균 면접의 핵심은 추가질문에 대응하는 것
최근에는 독서질문을 줄여가는 추세지만, 아직도 강력한 지분 차지
깔끔하고 핵심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담게 해야지 안 그러면 추가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서울대 특징이긴 함.

전

형

지역균형전형

지 원 학 과

독어교육과

면 접 방 법

- 시간되면 자료 다 넣고 대기. 도우미 언니오빠들 앞에서 공부하는 거 지켜봤어...
- 14명 지원했는데 9명 왔더라! 최저 때문인지 그냥 안온건지는 모르겠지만.
- 면접장소가 특이했어! 진로상담실같은 곳에서 교수님 2분이서 테이블 끼고 내 기준 측면으로 앉아계셔, 거리
도 엄청 가까워서 상담하는 기분이야. 종이 생기부를 보고 계시더라! 계속 웃어주시고 끄덕거려주시고 분위
기 좋았어~

질문 및 답변
Q (바로 생기부) 3학년 동아리 활동 서당교육과 정서지능에 대한 보고서 작성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Q (창체 쭉 읽으시면서)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했네요. 발가대? 동아리 이름인가요? 동아리 소개해주고 이거 외에 리더십 발휘
한 사례 말해주세요.
Q 살아있는 다문화교육 이야기’(자소서책X) 읽었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이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Q 3학년 때 다문화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것 같던데 계기가 있었어요?
A 2학년때 교육박람회에서~
Q 음...다른 계기 없나? 부스체험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 (살짝 당황) 교육봉사하면서 다문화가정 아이 만나고~ 편견관련해서 솔직하게 느꼈던점 얘기했음.
Q 그렇게 적응잘하는 아이도 있는데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가?
A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자기주장해)
Q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요? Q. 아니아니, 어떤 과목 교사? A. 역사교육과 복수전공~
Q 역사랑 독어? 어떤 관련이 있지? A. 문화+통일얘기했음.
Q 독일의 통일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Q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5초 동안 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난 마지막 면접이라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갔더니 그냥 차분하게 말한거 같아
질문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 가서도 배우고 오는 느낌
학교 넓으니까 늦지 않게 시간 계산 잘 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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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지역균형선발

지 원 학 과

물리학과

면 접 방 법

저는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한번에 두명씩 불러서 면접실 앞 의자에서 대기합니다. 추우면 외투를 입고 있다
가 벗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는 면접관님이 두 분이 계시고 혼자서 면접하러 들어갑니다. 10분 동안 면접
이 진행되고 어려운 개념은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이중창 결로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하였나요?
A (실험 과정을 설명함)
Q 결과는 어떻던가요? 결로 현상이 해결은 되었나요?
A (보고서에 적힌 결론을 기반으로 대답함)
Q 아까 특정 두께 이상에서는 개선 정도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A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Q 결로 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측정했나요?
A (실험에서 휴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을 측정했다고 함)
Q 온도라던지 습도는 어떻게 조절했나요? 그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A (에어컨으로 조절을 했지만 부정확할 수 있어서 되도록 하루에 동시에 측정하려고 노력했다고 함)
Q 3학년 자율활동에서 지오데식 돔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오데식 이라는 이름은 왜 붙었는지 아시나요?
A (잘 모른다고 함. 다만 지오데식 돔의 특징을 설명함.)
Q 지오데식 돔은 뭐로 만들었어요?
A (플라스틱으로 된 3d 구조물 만들기 킷트를 이용했다고 함)
Q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만드는 과정에서 돔이 무게 때문에 무너졌다고 함. 이때 연결하는 관절 부분이 탄성력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나
서 ‘flex’하다고 말함...)
Q 혹시 대학교에 오면 하고싶은 분야가 뭔가요?
A (개인적으로 핵.입자 물리와 우주론이 관심있다고 함)
Q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A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우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함)
Q (웃으면서) 그건 지구과학 쪽 아닌가요?
A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우주의 기원이나 발전 과정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함)

기타 유의사항
실험을 한 것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둘 것을 권함. 정확한 수치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등을 알면 좋을 것 같음. 너무
심화된 과정(이를테면 라그랑지안이라던지 해밀토니안이라던지...)은 시간낭비니 그냥 버리는 것을 추천. 경우에 따라 책을 물어보
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잘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음(누가 병이 넘어져 있는 것을 세웠을 때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봤다
고 함). 나 같은 경우 교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알아들은 척 답변함.

울산광역시교육청

- 564 -

∙ 서울대 ∙

전

형

기회균형특별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면 접 방 법

서류기반 면접 10분 - 면접관 2명
면접실 분위기는 엄청 좋았음! 본인 앞 순서도 그랬듯이, 본인도 바깥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농담도 받으
며 편하게 면접봤음.

질문 및 답변
농생대 3조였는데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면접관님이 들어오셔서 “외우지 말고 편하게 대답하세요.”라고 하셨음. 그렇게 면접 들
어가니까 학술적인 것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서류 관련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못했음. 자꾸 질문 뒤에 “학술적인 것 빼고.”를 붙이
시길래 엄청 당황했을뿐더러 프리스타일로 하느라 조금 간결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본인이 거의 마지막 순서여서 그런
지,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다 말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균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음. 참고로 같은 날 서울대 공대 면접에서 학
술적인 것 질문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외운 것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함.
Q 자신에 꿈에 대해 말해보세요. (생기부 진로희망으로 ‘융합생명공학자’ 말하자마자 끊으시고 “공부 빼고! 앞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라고 하셔서 프리스타일로 해야 했음)
A 저의 꿈이자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행복해지는 것인데, 행복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공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행복이란 제 분야에서 제가 만족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분야에서 제가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내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Q 10년 뒤, 20년 뒤에 자신이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학술적인 것 빼고.
A 어... 10년 뒤면 제가 29살일 것인데 그때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Q 30살에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요?
A 아 결혼 상대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
고, 전 대학원에 진학하고 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럼 20년 뒤에는? 결혼 빼고!
A 아 네! 사실 아직은 결혼에 대해 확실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서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연구를 계속하여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Q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엄
청 바쁘고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 사실 학교생활 중에서도 분명 제가 선택해서 한 일인데 너무 바쁘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고, 너무 힘들 때는 아주 작은 시간, 10분 정도라도 제 시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노래를 듣는다던지,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던지 하는 식으로 자그마한 숨구멍을 틔어놓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괜찮
았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힘들어진다던지 그런 일이 생길 때 역시, 작은 숨구멍을 틔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Q 동아리 활동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는 무엇이고 본인의 역할이 뭐였어요?
A 저는 EV3 동아리인 인터렉션 동아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피지컬 컴퓨팅 교실을 열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열게 된 것이냐 하면, 제가 과학동아나 과학 기사를 읽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수업시수 부
족, 교원 부족으로 잘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궁금해져서 인근 중학교의 행정실에 문
의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이나 EV3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친구들과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담당 선생
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며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한 사람당 한 명씩 담당해서 학생들이 직접
텍스트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었으며, 저는 전체 총괄을 맡았습니다.
Q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나 보네요. 어떤 것을 했어요?
A 저희는 컬러 센서, 초음파 센서,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장애물이 사라지면
출발하면서 라인트레이싱으로 검은 선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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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읽은 책들이 많은데 가장 의미 있었던 책이 뭐에요? 학술적이거나 공부 관련 책 빼고 말해주세요.
A (계속 어... 하면서 생각하느라 8초 정도 지났었음)
Q 절친은 몇 명 정도 있어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A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남자 여자 다 합치면 15명 정도 됩니다!
Q 그렇게나 많아요? 전부다 manage가 돼요?
A 저희는 만날 때마다 다 같이 만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질문에 답변이 생각났는데 혹시 답변해도 괜찮
겠습니까?
Q 네 해보세요.
A 저는 ‘북극해 쟁탈전’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쉬는 시간에 유튜브로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면서
쉬는 편인데, 제가 본 한 게임이 사회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있어서 그 내용 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해를 쟁탈하려고
서로 싸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맞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와중에 이 책을 알게 되었
기에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다 읽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면 : 책이 재미 없었나보다) 네,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지루했습니다. 책 앞부분이 굉장히 지루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계속 읽자’ 싶어
서 계속 읽게 되었는데, 제 희망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을 중반쯤 읽었을 때는 ‘아, 북극이사회가 실질적인 힘이
없네?’와 같이 제 스스로 궁금증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제 전공분
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보면 흥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 책이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Q 네 시간 다 되었네요. 나가시면 됩니다.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개인적으로 면접관님들도 편하게 해주셔서 좋았지만 다른 친구들 말 들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음. 절대 긴장하면 안 됨. 본
인이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나왔을 때 얼른 머리 굴려서 조금이라도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음.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면접 2배수(50명) / 오전면접(25명) 8시 30분 시작 / 오후면접(25명) 2시 시작
1~25번 정한 후 1~5번처럼 5명씩 하나의 조를 이룬 후 면접 1시간 진행
5명이 10분씩 5개의 방에 들어가서 10분 면접보고 1분대기 후 다시 다른 방가서 면접진행
각 조 면접 끝난 후 6분 면접관 휴식
면접 먼저 끝난 사람은 대기실에서 모든 학생이 면접끝날때까지 대기
각 방에는 교수 2명으로 이루어진 면접관

전

질문 및 답변
저는 25번으로 맨 끝번호로 4시간 대기 후 5조로 면접 진행함
5조 중에 마지막 번호여서 5번방→1번방→2번방→3번방→4번방 순서로 방으로 들어감
1번방: 생기부 면접 / 2~5번방: 제시문 면접 / 5번방:제시문 면접
[ 5번방:제시문 면접 ] 젖소의 우유 생산량, 사료 섭취량, 체중 그래프 그려져있음
Q1

세 수치의 변화양상을 설명하시오.

Q2

몸무게가 다음과 같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대답하다보니 1,2번 동시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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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명해주세요
A 젖소의 우유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람의 호르몬에 의한 젖 분비처럼 양의 피드백으로 된 것 같습니다.~~(그래프
그냥 설명함)
Q 네, 그럼 각 수치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에너지로 설명해주세요
A (이해못함)
Q 에너지 소비량 이런걸로 설명해주세요. 사료섭취량은 E흡수처럼
A 사료섭취량은 에너지 흡수, 우유생산량은 에너지 방출
Q 방출이 아니라 소비
A 넵
Q 그럼 몸무게는?
A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생산량에 비해 커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Q 우유생산량이 44주에서 끊기는 이유는 뭘까요?
A 송아지가 그때까지 젖을 먹는 것 같습니다.
Q 그래요.
Q 럼 임신 초기에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요?
A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줍니다.
Q 그 외 방법은요?
A 임신 초기니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줄여줍니다.
Q 그외 사료 섭취량에 대해서는요
A 사료 섭취량이 일정하니까 섭취효율이 높은 식물성 사료에서 동물성 사료로 바꿔줍니다.
Q 오~그래요.
Q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실제로 빵들을 갈아서 쓰기도 하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Q 빵말고는 없나요?
(대답하기 전에 방송으로 끝났다고 함.)
[ 1번방:생기부 면접 ]
Q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A 저는 어릴 적 부터 힘들때나 슬플때 동물들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물에게 보답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동물병원에 들리면서 수의사가 동물을 치료하면서 사람
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을 보았고 수의사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는 제가 환경오염에 대
해 관심이 많아 공부하면서 동물들이 인간들이 만든 피해 예를 들어 방사능등에 인간들이 대피할때 무방비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이런 동물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수의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그 중 대동물 수의사를 희망하였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A 제가 수의사를 희망하면서 소동물외에 여러 동물들을 접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장애인승마센터 봉사활동이었
습니다. 말이 있는 상태로 마방에 들어가 말과 교감하면서 말이 섬세한 동물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위한 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매체들을 접하며 대동물 수의사가 힘든 환경에서 동물을 치료하면서 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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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모습에서 저도 대동물수의사가 되서 저를 희생하더라도 대동물을 위해 하나라도 더 해줄수
있는 대동물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동물수의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대동물 크고 힘들지 않나요?
A 저도 그점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 알고 느꼈지만, 그런 대동물들을 위해 내가 가진 하나라도 더 사용해 치료하는 모습에
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Q 여기에 말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함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죠?
A 제가 처음 봉사하러 갈땐 저를 무시하거나 땅을 긁으며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또한 제가 마방에 들어가면 엉덩이를 내
밀며 저에게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봉사를 갈수록 먼저 얼굴을 내밀고 저에게 콧바람을 불며
반가워하는 것을 느꼈고, 마방에 들어가 봉사할때도 제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Q 그런 것은 어디서 알았나요?
A 제가 말을 접하고 난 후에 호스피아라는 말 정보포털을 통해서 말의 기본 대화법을 공부했고 이를 바탕으로 말과 만나
교감을 했습니다.
Q 그래요 말이 무섭진 않았나요?
A 예, 물론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말하는 중에 방송으로 면접 끝났다고 함)
[ 2번방:제시문 면접 ] 지원자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로만 가족을 이루고 싶어함. 그러나 양가 부
모님들이 이에 반대함. 이때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Q1

부모님을 강력히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납득할 것인가?

Q2

만약 배우자가 마음이 바껴 아이를 갖고 싶어함 이땐 어떻게 할 것인가?
A 저는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과 가족을 이루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강력히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 이 문제의 원인은 반려동물의 가족으로서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세대에 비해
지원자의 세대가 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크기에 이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 이
반려동물이 지원자에겐 가족으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말하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A 저는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이유 설명함, 기억안남)

Q 그래도 배우자도 반려인인데 괜찮겠어요?
A (여기서 잘못대답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바꿈)
생각해보니, 제 대답이 조금 잘못된것같습니다. 물론 저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한 부부 그
리고 반려동물의 공동된 반려인으로서 배우자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은 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배우자와 대화
를 통해 마음을 바꾼 이유를 들어보고 해결가능한지 안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래요, 20초 남았는데 이 제시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요?
A 생각하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10초 이따 종료방송)
[ 3번방: 제시문 면접 ]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동물의 세포소기관을 그려주세요.
면접관을 동아리원이라 생각하고 동물의 세포소기관을 설명해주세요
해당 세포 소기관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A 리보솜, 핵,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인, 핵막, 소포체(거친면, 매끈면), 골지체, 리소좀 등 그림
Q 각각을 설명해주세요
A 전체적인 기능 설명하고, 단백질의 생성과정을 전사, 번역을 이용해 각 세포소기관을 통해 설명함
골지체나 리소좀이 면역세포등에서는 많은 이유등을 설명함
A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단백질등이 생성되는 과정을 방사선을 통해 관측함
간단히 핵 염색도 가능함 (2가지 더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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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세포를 분리해서 연구할 수 있겠나요?
A (이때, 세포분획법 얘기했어햐 했는데 생각하다고 종침)
[ 4번방:제시문 면접 ] 선배 수의사로부터 중성화 수술을 받은 강아지가 지원자의 동물병원에 위급한 상태로 찾아옴. 확인 결과
뱃속에서 거즈가 발견됨. 지원자는 이를 보호자에게 먼저 말하겠는가, 숨기겠는가?
A 저는 당연히 보호자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께서 사랑하시고 가족으로 여기시는 반려동물의 상태나 건
강에 대해서 보호자께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선배수의사라는 이유라도
숨기는 것은 동물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보호자께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선배 수의사가 찾아와 왜 자신과 먼저 상의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이때 지원자는 어
떻게 하겠습니까?
A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수의사간에 불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단 반려인의 동물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의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수의사께서 찾아오시면 선배 수의사께 말
씀드리고 설득하겠습니다.
Q 무엇을 설득한다는 것이죠?
A 선배 수의사께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제로 선배 수의사 중 문제가 생긴 것인지 확인 할 수 있게 선배 수의사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한 후 보호자께 말씀드리자고 설득하겠습니다.
Q 만약 선배 수의사께서 계속 부정하시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A 선배 수의사께서 계속 부정하시면 일단 선배 수의사가 일하시는 동물병원에 찾아가 수의 테크니션 분들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찾아가 사건을 파악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른 수의사들과 수술 중 발생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만
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보호자분께서 힘들어하신다면 금전적 보상이나 수의사 출신 변호사분을 통해서라도 법적
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엔 내가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역할극 시작하심)
Q (화내는 연기를 함) 제 아들같은 아이라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A (계속 말함)
대화가 즉흥적으로 너무 빨라서 대화하다가 종료방송.

기타 유의사항
50분이라서 짧을 줄 알았는데 10분씩 끊다보니 매우 빨리 끝나요. 당황 안해야 그래프나 자기가 공부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시간은 저는 마지막 번호라서 4시간이었습니다. 대기시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졸다가 명상하다 했습니다.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수학교육과

면 접 방 법

학생 : 면접관 = 1:3
제출 서류 기반 면접(10분)
기본적인 학업 역량 평가(사범대의 경우 교직 적성, 인성 면접 포함)

질문 및 답변
[ 제출서류기반 ]
Q1

[물리실험I]수업에서 용수철 계수를 이용하여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진행한 실험이고 이
를 통해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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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코시의 평균값 정리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평균값 정리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코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을텐데 말이죠.

Q3

주가차트의 변화를 도함수를 통해 나타낼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무슨 내용입니까?

Q4

입실론과 델타 중 입실론은 정의역에 관한 내용입니까, 치역에 관한 내용입니까?

Q5

산술기하 평균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유의사항
수학교육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성면접은 하나도 없이 모두 제출서류기반, 그중에서도 교과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만 가득했음.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식물생산과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 학생 1 / 생기부 관련 질문 / 면접시간 10분

질문 및 답변
Q 미세먼지 관련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A 식물을 비닐로 싸서 그 안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10분 단위로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Q 유전자재조합 기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아직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긴 했지만,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전자재조합기술
이 가져올 장점을 고려한다면 반대만 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A 갈등을 잘 중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과학토론대회나 ucc 발표대회에서 그런 역량을 잘 드러냈습니다.
Q 제일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
A 생명과학을 제일 좋아했고, 제일 잘하기도 했습니다.
Q 미세먼지 실험 같은거 보면 환경에도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A 생명공학이 생명의 형질을 여러 산업에 응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환경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실험이고
특별히 환경에 관심이 있어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 많이 더듬음)

기타 유의사항
미세먼지 관련 실험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음. 결과, 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등
주체적으로 한 활동 위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았음
책 관련 질문 준비하기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언론정보학과

면 접 방 법

시험장 분위기 및 시험 진행 방식
1) 시험장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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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조용함, 다른 단과대학은 면접 전에 서류를 못 보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언론정보학과는 자소서와 서류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었음.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갈 때 도우미와 동행함.
2) 시험 진행 방식
생기부 면접 10분으로 진행됨.

질문 및 답변
1. 생기부 면접장 입장
교수님 Q1, 교수2 or 입학사정관 Q2, 나 A 라고 설정하고 작성하겠음.
A 반갑습니다 !
Q1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구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A 우선 PD라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실천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
에게 언론정보학과는 최고의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경험에서 비롯되
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영상 기획 의도와 인터뷰 내용의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송학의 이해라는 책도 찾아보며 다큐멘터리의 종류를 알게 되었고 의도보다는 사실을 전달하자는 생각이 들
어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디어를 다룰 때에는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과에서 공부를 통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Q2

그럼 우리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알아요?
A 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수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Q2

음, 그러면 학문이랑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랑 직접적 관련이 있을까요?
A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미디어를 더 잘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학문적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생
각합니다.

Q1

오케이, 다음은 그러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저는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시대인데 관계에서 신뢰
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한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1

정직,,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A 어릴 때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때 아버지가 단호한 어조로 거짓말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나이지
만 아버지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Q2

그러면 강압적으로 정직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A 그렇진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 생각 끝에 내가 살아가
는 동안 최고의 가치로 삼을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Q1

롤모델은 누구인가?
A 아버지라고 했음. 대답 정확히 기억 안남.

Q1

정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친구가 경찰에 쫓기고 있고 너네 집으로 도망을 왔어. 그런데 경찰이 너한테 친구 봤냐고 물으
면 어떻게 할거야?
A (웃음) 음, 이것은 딜레마의 상황이긴 한데, 친구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쫓는 것일테니 친구에게 자백하
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이 더 많았는데 기억이 잘 안남. (시간이 다 되었다는 노크 소리가 들림.)
Q2

오 벌써 시간이?? 그럼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
A 활동했던 것 중 가장 내세울만한 활동 이야기하고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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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인문계열 (광역)

면 접 방 법

교수님 두 분과 약 10분간 생활기록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칸트의 미적 판단의 관련성을 공부했다고 나오는데, 설명해보세요.
Q 합격한 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요?
Q 답변을 들어보니 미디어 시대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미디어의 이해’를 자기소개서 기재했으니까 내용을 한 번
소개해보세요.
Q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표현 수단으로서 말하기와 비교했을 때 글쓰기가 갖는 장점을 말해보세요.
Q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Q 흑인 음악사를 공부함으로써 미학이라는 학문에 좀 더 다가가고자 했다고 썼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 연구실에서 면접을 진행해서 교수님과 거리가 꽤 가까웠음. 교수님들께서 웃어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심.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인문계열

면 접 방 법

제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지만 서류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추가적이고 심화
적인 내용을 질문할 수 있음. 면접시간은 10분이고, 학생마다 1~2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면접장에는 혼자
들어가며, 교수님 두 분이 앉아계심. 학생과 교수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편임.

질문 및 답변
Q 생활기록부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한다고 되어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와 인문계열은 꽤 거리가 있지 않나요? 왜 인문계열
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지원동기를 말해볼래요?
A 네. 사실 저는 국어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어릴 적부터 국문학과나 국사학과의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기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 현실과 타협해 초등학교 교사를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교
를 지원할 때에 문득 지금의 선택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제 오랜 꿈이었던 국
문학과, 혹은 국사학과의 교수를 위해 인문계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구나~ 그럼 왜 사범대에 지원하지 않고 인문계열에 지원했나요?
A 사범대에 비해 인문계열은 국어와 역사에 관해 탐구하고, 연구할 기회가 많고, 또 미래에 뻗어나갈 길이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초등학교 교사의 꿈은 버린 건가요? ㅎㅎㅎ
A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린 것까지는 아닙니다ㅎㅎㅎ 국문학과, 국사학과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교육 분야다 보
니 같은 선상에 있고, 또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충분히 함께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수학을 굉장히 못했네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 방법을 소개해 볼
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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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기소개서 1번에 첫 수학시험 성적이 굉장히 낮았는데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적었음) 네. 저는 친구들에게 가르
쳐주고, 친구로부터 배우며 공부했습니다. 기초적인 개념부터 익히고, 한 문제 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신중히 고
민하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Q 그렇구나. 자기소개서 4번에 보니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적었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랑케의 입장과 에드워드 카의 입
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볼래요?
A 네. 랑케는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랑케에게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그 객관적 사실 자체가 역사
입니다. 반면에, 에드워드 카의 경우에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현
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확히 다 알기는 어려우니, 그러한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추측, 상상이 곁들여지는 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을 역사로 생각했습니다.
Q 네. 그럼 역사적 상상력은 무엇인지 말해볼래요?
A 역사적 상상력이란 에드워드 카가 중요시했던 것인 과거에 대해 추측하고, 상상하여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해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Q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듯이 어떠한 정황을 가지고 상대를 의심하고, 추측하는 것과
역사적 상상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볼래요?
A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황만을 가지고 상대를 의심하고, 추측하는 것은 상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상상력은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 속
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 꼭 필요하며, 역사를 연구하고, 또 탐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
서 둘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역사적 상상력 부분에서도 만약에 어떤 역사가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을 때
그 추측이 왜곡되었다고 밝혀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을
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역사적 상상력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정황을 통한 추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자세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ㅎㅎㅎ 독서활동란에 보니 무진기행이라는 책도 읽었네요? 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해 볼래요?
A 네. 무진기행은 작품 속 화자가 도시의 문명, 명예, 금전 등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 꿈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
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Q 그럼 혹시 작품 속에서 화자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 기억하나요?
A 제가 너무 긴장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Q 괜찮아요. 그럼 이 작품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A 네. 갈등하던 화자가 도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결국은 도시로 돌아가는 것으로 작품이 끝납니다.
Q 맞아요. 책 잘 읽었네요.
A 감사합니다.
Q 시간이 다 되었네요. 10분이 넘었어요. 수고했어요.

기타 유의사항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읽을 책이나 면접대비 자료 등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함.
오전반의 경우에는 아침식사를, 오후반의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충분히 먹고 가는 것을 추천함.
대기를 오래 하다보면 졸리거나 피곤해질 수 있으므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함.
당일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면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특히, 면접장까지 가느라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면접을 볼 때 밝은 표정
이 잘 나오지 않는데, 면접에 있어서 밝은 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접 시간만큼은 밝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함.
긴장되면 몸이 떨릴 수 있으므로 핫팩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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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인문계열(광역)

면 접 방 법

면접자 전원이 한 강의실에 입실 → 입실 후 면접 번호 받고 번호 순서대로 착석
면접실로 한 명씩 10분 간격으로 이동
면접관 2인, 생활 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 질문형 면접

질문 및 답변
Q 생활기록부에 ‘제2차 세계대전을 아리는 UCC제작하기’ 활동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나요?
A 제 2차 세계대전하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름. 전쟁의 상황이 도덕적인 사람도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와 전체주의 사상의 모순점을 통해 전쟁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다룬 UCC
를 제작하였음. 히틀러의 연설 장면을 통해 전체주의의 모순점을 설명, 그 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속 영상, 세계대전
당시 사진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원인과 유대인 학살의 실상을 설명, 전쟁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막을 사용하였음.
+) 영상과 사진 자료만 사용한 건가요?
A 영상과 사진을 통해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영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 제작 과정에 ‘죽음의 수용서에서’, ‘나치
의 병사들’ 등의 서적 자료를 참고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함.
+) UCC를 제작하면서 배운 점이 있나요?
A 유대인과 나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깨달음. 다양한 원인, 당시의 상황, 실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음.
Q 2학년 때 수학멘토로 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배운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A 멘티 친구들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개념 위주로 설명.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는 잘 풀었지만 다양한 개
념이 복합적으로 응용된 문제 해결을 어려워해서 그 극복과정이 힘들었음.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에 활용하는 개념 정리,
풀이 과정 설명을 통해 극복함. 개념만 중시했던 태도를 개선, 책임감, 교학 상장의 정신을 배움.
+) 극복 과정 설명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친구에게 설명해 주듯이 예를 들어 주세요.
A 미적분 문제를 예를 들어 대화 형식으로 설명함.
Q 자율선도단 활동을 했는데, 힘든 활동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자율선도단을 하게 된 계기 설명, 다른 친구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어려움을 느낌. 대화를 통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
해 극복. 학교생활, 학생들이 복장에 대해 불편한 점을 이해할 수 있고 소통의 날에 규정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음.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를 중심으로 생기부 활동을 정리하는게 중요함.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자유전공학부

면 접 방 법

서류기반 면접 (자소서, 생기부 바탕), 10분, 2:1

질문 및 답변
Q1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대학 진학 후 하고 싶은 것 말씀해주세요.
A 제 꿈은 운송수단 디자이너입니다. 운송수단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직업입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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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적 지식과, 인간 사회에 대한 공부는 필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운송수단 디자이너는 자신이 디자인해야 하는 운송수단의 구조에 대한 기계공학적 지식을
알아야 하고, 코딩, 렌더링 등을 위한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에게 조형 요소와 같은
예술적 지식과 미적 감각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인문, 자연, 예술, 이 세 과목을 융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오
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주제탐구세미나를 통해 인문, 자연적 지식
을 넓게 탐구해나가고 싶고, 디자인과 공학을 융합한 설계전공을 이수하며 전공과 관련해서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Q2

운송수단 디자이너, 진로가 매우 특이한데, 혹시 어떤 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알 수 있을까요? 대기업이라던가, 프
리랜서라던가….
A 저는 먼저 자동차 회사에 취직해,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제조 공정이나 기술 개발 등의 자동차 제작 과정도 경
험해보고 싶습니다.

Q3

‘약카소’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혹시 동아리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그 동아리 내에
서 무슨 활동을 했나요?
A ‘약카소’라는 명칭은 학교의 이름 첫 글자와 피카소를 합친 것으로, 미술 선생님이 ‘피카소처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가 되어라’라는 의미로 지으신 것입니다. 개교 초창기에 창설된 동아리였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직접 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약카소에 들어 종이 부조 제작, 크로키 연습, 명화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며, 2학년
때는 약카소의 동아리장을 맡게 될 기회가 생겨, 100호 캔버스 협동 작업, 사제동행전 등의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그리
고 동아리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Q4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이 있나요?
A 공유경제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카풀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동차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면, 더 이상 외적인 디자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화려한 범퍼, 복잡한 메
이커 디자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더욱 새로운 디자인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수단
의 필요성 자체는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제 디자인은 실용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 자율주행기술
의 발전으로 내부 공간이 가지는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자동차 내부의 공간이 그저 ‘운전을 위
한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업무와 휴식의 공간’ 등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내부 공간도 고전적인 좌석
배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디자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진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고, 또 구체적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진로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저는 중학생 때, 농구경기를 즐겨 관람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농구 선수들이 버스에 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큰
신장의 선수들이 버스에 몸을 구겨넣는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편리한 운송수단 디자인’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의류나 건물 디자인에서 인류는 현재까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
지만, 운송수단은 반세기 넘게 비슷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발전하는 기술에
발 맞춰 나가는 운송수단을 디자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6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서 ‘아 이건 정말 잘 뽑혔다’ 하는 게 있나요? 우리도 알만한 걸로. 아니면 설명해도 좋고.
A 저는 최근 도요타에서 발표한 e-4me를 들고 싶습니다. e-4me는 자율주행시스템을 4단계, 즉 최종 수준까지 도입한
차량으로, 자율주행기술이 도입되면 차 안이 다른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서 착안한 디자인입니다. 차 내부 공간
을 드레스룸, 파티룸 등 사용자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 디자인 또한 기존의 긴 유선형 형태의 자동차 디자인이 아닌, 이
동식 방에 사륜 바퀴를 붙여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는 제가 예상했던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과 일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Q7

본인이 스케치한 자동차 디자인이 있나요?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A 최근에 발표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처럼, 직선과 곡선을 사용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스케치했습니다. 차의 형태 또한, 엔
진의 부피가 작아지고 내부가 여러 용도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차의 높이가 높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로 스케치했
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 보았는데요, 미래에 자율주행기술이 활성화된다면 도로를 다니는 무인차량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버스에 광고를 부착하듯, 무인 자동차가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예상하여 광고 디스플레이로도 쓰이는 평평하고 넓은 창을 가진 자동차를 스케치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은?
A 저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2학년 2학기 때, 동아리 프로젝트, 기말고사,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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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등이 겹쳐 매우 바빴습니다. 그 때 저는 시간별로, 날짜별로 뚜렷한 계획을 세워…….(이 때 시간이 초과되어 말을
끊고 나가야 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면접 분위기는 따뜻한 편이었고, 두 분 다 제 답안을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 진로 관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때, 좋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는 진로 관련 질문을 잘 준비해서, 자신
이 이 진로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하고, 다른 학과가 아닌 자유전공학부를 가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0분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5분 경과, 9분 경과 시 밖에서 노크를 해 주십니다.
- 저는 생기부 관련 질문은 하나, 자소서 관련 질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진로에 관련된 꼬리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

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지 원 학 과

정치외교학부

면 접 방 법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의 경우, 제시문 없이 서류(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기반으로 약 10분간 진행됩니다!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들려드리자면, 제 경우 사회과학대학으로 들어가서, 전자기기를 모두 걷은 후 순서가 될
때까지 자신이 들고 온 서류를 보며 기다리다가 입실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 계신 강의실로 들어가기 직전까
지도 간단한 메모장은 훑어보았던 것 같아요. 단, 서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단과대학별로 다르니 도착 후
담당 조교님의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Q 간략하게 지원동기부터 한번 말해보세요. 1분 이내로.
A (준비해 간 지원동기 말했어요! 입시 사이트를 봐도, 지난 후기를 봐도 지균 면접에서 지원동기를 첫 질문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필수로 준비해가기! 단,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생기부 질문으로 들어가시더라도 당황하면 안 돼요!)
Q 난민 이야기를 안 그래도 해줬는데, 어떤 탐구를 했는지 말해보세요.
A (생기부에도, 자소서에도, 지원동기에서도 짙게 드러난 탐구였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탐구의 전반적인 내용,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 드렸습니다.)
Q 그럼 그 난민 탐구에서 인터넷 댓글은 어떻게 활용한 거예요?
A (탐구 관련 꼬리 질문이어서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Q 개발협력 이쪽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A (동아리 토론 활동과 연관 지어 답변드렸습니다.)
Q 또 여기보면, 양성평등 이걸 연결을 지었는데, 개발협력 과정에서 꼭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A (인권 보장의 측면, 그리고 국민의 도덕적 지지도 제고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
Q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과 인권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A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AIDS/HIV 치료제 보급 사업 언급하면서, 원조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양성평등이 필
요하다는 논조로 말씀드리고, 동시에 성별분리통계처럼,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는 협력은 원조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답변드렸습니다.)
Q 어떤 원조를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조가 좋고 나쁜가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학생이 아
까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 이야기도 해줬지요? 그러면 결국 왜 국가들이 진행하는 원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A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중국의 원조를 비교, 대조하면서 답변드리고, 일대일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중국의
원조에 대해 부연설명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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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정수기가 멀리 있고, 물 마시려면 조교님과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물병 챙겨가시는 게 편해요!
- 면접 전날 홈페이지에서 교수님들 얼굴 슥 익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논문 검색할 때 늘 화면에 뜨던 교수님과 면접을
봐서, 정말 친근하고 좋았어요 :)
-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답변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전

형

지역균형전형

지 원 학 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면접 10분 이내)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Q 어떤 봉사활동은 가치가 있고 어떤 봉사활동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A 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에서는 봉사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봉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봉사자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혹은 가치가 없는 활
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
Q 김 관련 연구를 했는데 현미경은 어떻게 관찰했나?
A 김을 말려 표본으로 제작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김을 다시 물에 불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물을 한 방울 떨
어뜨린 후 커버 글라스로 덮고 고정하여 관찰하였습니다.
Q 김을 갈거나 그러진 않았고?
A 김을 갈아서 관찰한 적은 없고, 김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얇게 잘라 두께를 관찰한 적은 있습니다.
Q 현미경은 몇 배율로 관찰했나?
A 200배율, 400배율, 1000배율로 관찰했습니다.
Q 돼지 심장 해부 실험을 하고 ‘돼지야 고마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A 돼지 심장 해부 실험을 하기 전 저는 단순히 들뜨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심장을 제공해준 돼지에 대한 고마움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말
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돼지 심장 해부 실험을 하며 느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Q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댄스 공연을 했는데 어떤 노래로 했나?
Q ‘치아 유전 질환과 유전자 치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어떤 질환이 있나?
Q (자소서) 우리나라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때 간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가?
A 삼일열 말라리아 열원충이 사람의 간에 들어와 증식하고, 혈액으로 나와 적혈구 내부에서 분열, 증식을 거친 후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빠져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 열원충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간이기 때문에 간 기능 저하
와 같은 간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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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아리 활동에서 DNA 추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은 어떻게 했나?
Q 실제로 DNA를 추출했나?
Q 그게 DNA인 건 어떻게 검증했나?
A 추출한 것이 DNA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내진 않았지만 같은 실험을 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그것이 DNA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자소서) 4번 책에서 ‘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를 읽고 의사의 감정 개입에도 차원이 있음을 이해했다 했는데 어떤 차원?
A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더욱 효과적인 진료를 하고, 환자와 더 좋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가 분명히 존재한
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가 질병을 대하는 태도나 감정, 더 나아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
할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의 개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감정의 개입은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형

지역균형선발

지 원 학 과

화학생물공학부

면 접 방 법

서류기반면접, 교수님 2분이서 번갈아가며 질문. 교수님과 한 테이블을 쓸 정도로 면접 실이 작고 거리가 가까
움. 분위기는 다양한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가웠음. 시간 철저 엄수(10분)

질문 및 답변
Q 물리2 과목에서 카르노 기관과 스털링 기관의 차이점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했다던데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A 차이점 간략설명. 외연기관이며 연료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스털링기관을 활용한 예시인 mCHP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료전지와 함께 열병합발전을 위해 사용됨을 말함.
Q 열병합발전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한 이익?
A 전력과 열을 따로 생산하는 현재의 방식과 달리 이 둘을 하나의 기관에서 발생시키는 발전방식. 열을 만들기 위해 연료
를 연소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없애고 열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음.
(교수님이 잘 못 알아들으셔서 한 번 더 물어보심.)
Q P-V 그래프가 무엇인가
A 부피와 압력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등압, 등적, 등온, 단열 곡선을 나타낼 수 있음
Q 등압곡선이 아니라 직선 아닌가.
A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Q

--기관이라고 아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인데... (몰라서 기억이 안남 하나 더 물어봄)
A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자하는 분야가 열 행정 사이클보다는 촉매 분야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Q 적정기술이 무엇인가?
A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춰 그 지역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함. 현지성을 가장
큰 특성으로 지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Q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적정기술이 아니지 않은가?
A (잠시 고민하다) 물론 연료전지나 수소생산 기술은 자본,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적정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들의 생산 단가를 낮춰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쉽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할 것임. 그 점에서 적정기술의 목
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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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뒤 자신은 어떤 모습일거라 생각?
A 내가 원하는 연구를 위해서 최소한 석박사 이상의 학력은 필요할 것. 대학원을 졸업한 뒤 국가나 대학의 연구소에서 에
너지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자로서 활약하고 있을 것.
Q 지원동기?
A 준비한대로 답함.
Q 자신의 장단점?
A 장점: 물건이든 정보든 정리정돈을 잘함. 반에서도 뒤에 널브러진 물건을 치우기도 함. 노트필기법 활용할 때 옮겨쓰기
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조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3년간 하다보니 정보를 정리정돈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음.
단점: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데 미숙함
단점 말하자마자 노크소리 들리며 수고했다하심. 인사하고 퇴장

기타 유의사항
활동 그 자체보다는 그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했는지,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심. 자기 생기부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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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세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15분, 면접과 2명, 생기부, 자소서 등의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없음.

질문 및 답변
(편의상 여자 면접관님을 Q1, 남자 면접관님을 Q2로 줄이겠습니다)
Q2

(긴장 풀어줄려고 물어보신 듯)안녕하세요, 수능 어떻게 보셨어요?
A (웃으면서)아...생각한 만큼 잘 안 나왔습니다ㅎㅎㅎ

Q2

어떤 과목에서 잘 안 나왔나요?
A 모의고사를 쭉 치면서 국어를 약간 믿고 있었는데 국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Q2

음, 그럼 면접 잘 봐야겠네요?
A (주먹 쥐면서)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핳

(질문 순서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막 적을게요!)
Q1

언론인을 희망하다가 회계사로 진로를 바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2학년 때 언론 소모임(언플)에서 국내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 비교 및 분석이었는데,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굉장히 재밌어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
제무역게임(TWI)에도 회계사 역할로 참여를 했는데, 게임이 엄청 빨리 흘러가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무역 장부에 모든 거
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재밌었고 잘 하기도 해서 이 쪽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2

회계사라...그럼 회계는 다른 과 가도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세무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조금 당황했지만)제가 듣기로는, 시립대 세무학과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세무 및 회계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회계 외
에도 세법 등 다양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가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2

그럼 수학 개념 중에 어떤 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 (이 질문이 제일 까다롭고 당황스러웠음...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꼬투리 잡힐 것 같아서)어...제가 아직 회계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하나를 콕 찝어서 말하기 어려운데...모든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애써 웃음)

Q1

다음 질문입니다. 생기부에 되게 특이한 게 있던데...아침 댄스 도우미가 뭐죠??
A (여기서 빵 터졌음)아,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아침 체조를 하는데, 책상을 다 뒤로 밀고 방송부가 틀어주는 영
상에 맞춰 춤을 춥니다. 아침 댄스 도우미는 학급 친구들이 아침 체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Q1

아, 그렇군요. 워낙 특이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Q2

아랍어를 배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라고 정해준 건지??
A 제가 아랍어과를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Q2

특별한 이유 있나요? 수능 시험이 쉽게 나와서??
A 국내에서 아랍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있고 대체로 낯설다는 인식이 많은데 저는 아랍이 나중에 여러 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블루칩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아랍어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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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그럼 현재 본인의 아랍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원어민 선생님과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Q1

아랍어 공부가 흥미로웠나요? 막 어려워서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A 3년 동안 공부하면서 흥미를 잃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랍어 배울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
습니다.

Q1

제가 학생 생기부를 보니까...공부 방법이 남들과 약간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남들과 다른
것 같아요?
A (생기부에 공부 방법 적을 때 이게 남들과 차별화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이 질문도 약간 당황스러웠음)음...저는 약
점 보완을 우선시했던 게 남들과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첫 시험 때 아랍어와 수학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스
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를 찾고 그 부분을 계속
복습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보면서 강점은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Q1

그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뭐죠?
A 뚫린 구멍을 꼼꼼하게 메꿀 수 있다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

Q1

2학년 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던데,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
A (팩트로 너무 세게 맞아서 상처받았지만 겉으로 티는 안 냈음..)1학년 때와 달리 2학년 때 영어가 두 과목이 되면서 수
업 시수도 많아졌습니다. 1학년 때는 영어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2학년 때도 두 과목 다 당연히 잘 받을 거라는 오만
함과 욕심이 앞서서 새로운 선생님의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과신했던 게 패착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3학년 때는 공부 방법에도 변화를 주고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다시 성적
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Q2

1학년 때 원서 ‘Price of Inequality’를 공부했네요? 어떤 내용이던가요?
A (2년 전이라 가물가물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했음)제목 그대로, 20~21세기 자본주의 폐해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얘
기하는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Q2

읽고 느낀 점 있어요?
A 경제 성장이 항상 모두가 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
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1

이제 학생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듣고 면접을 마무리할까 해요. 혹시 있나요?
A (준비 안 했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음)어...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정말정말 이 학교를 오고 싶은데 이
걸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되네요. 음...그럼 시립대로 삼행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Q1

Q2

오오오오오 삼행시???

A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진짜 즉석에서 지어낸 거라 적을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여기 오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랑 자소서 꼼꼼하게 정독하시고, 모의면접 한 번은 해보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여러 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긴장만 안 하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대부분이니까 진짜 쫄지 마세요!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전형
컴퓨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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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면접
평가
문항
면접

형식:
내용:
유형:
시간:

개별 서류 확인 면접
학습 역량(30), 전공적합성(40), 인성(30)
자소서, 생기부 확인 질문 / 면접 인원: 교수님 2, 학생 1
15분 / 유의 사항: 신분증 지참,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1) 입장 전
회기역에서 내려서 택시타고 학교 앞으로 갔어요. 학교 캠퍼스 맞은 편의 ‘시사’ 카페에서 시간 때웠어요. 오후 면접, 입실 시
간 13:30~14:30, 14시 조금 전에 들어갔어요.
2) 입장 후
대기실 앞에서 자리 확인하고 앉은 후에 신분증 확인하고 가번호 적혀있는 스티커 받았어요. 가번호는 11번이 시작이고 저는
16번이었는데 4시에 면접 마치고 나왔어요. 대기실에서는 거의 다 공부하는(자기 서류 읽어보는) 분위기였고 긴장한 학생들이 많
은지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실 앞쪽으로 안내받은 후에도 신분증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아까 받은 스티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3) 면접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앉았는데 긴장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바로 본론이었어요. 면접관 한 분(Q1)은 엄청 퉁명하시
고 다른 한 분(Q2)은 엄청 친절하셨어요. 질문 순서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최대한 살려서 써볼게요.
Q1

1학년 경진대회에서 가우스는 최우수, 뉴턴은 장려인데 그럼 학생은 뉴턴보다는 가우스형 학생인가? (말투 공격적, 혼나는 줄)
A 수학은 중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었지만, 물리는 중학교 때 심화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
니다. (물리 대회는 1, 2학년이 같이 친 거였다고 말하는거 까먹음) 하지만 2학년 때 물리를 배운 후, 3학년 때 물리경
시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Q1

그럼 수학 경시대회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던가요?
A (기억 안나서 당황했는데 그냥 막 말함) 아무래도 1학년이었다보니 함수, 다항함수에 관한 문제를 실생활에 적용시킨 문
제들이 나왔습니다.

Q2

자소서 1번에~ (자소서 1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는 질문)
A (탐구 방법이랑 결과(오차율, 원인까지 제시), 느낀 점 답변)

Q2

(자소서 1번 더 수학적으로 심화질문)
A (손짓하면서 더 자세히 답변)

Q2

(자소서 1번 탐구과정 심화질문)
A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 여건상~

Q2

(자소서 1번 또 심화질문)
A (자세히 답변)

Q1

그림 그려서 상을 받았는데 무슨 그림이었죠?
A 네? (그림 그려서 상 받은 적 없음) 혹시 과학시화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Q1

아뇨 여기 미술과 창작 교과우수상 받았다고 돼있는데?
A 미술 교과 내신 성적으로 받는 상입니다.

Q1

아 그럼 그냥 필기?
A 필기와 실기, 태도 점수까지 모두 합산된 성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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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수학과 예술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A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 예술 모두 창의성을 요구하며 세상에 없던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발견한다는 것에서 관
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1

여기 불법 촬영 탐지기를 만들었다고 돼있는데 진짜 한 거 맞아요?
A 네.

Q1

중앙관제시스템? 이것도 진짜 했어요?
A 네, 평소에 학교에서~ (탐구 동기랑 과정, 어려웠던 점, 결과까지 설명)

Q2

그런건 어떻게 배웠어요? 혼자 하기 어려웠을텐데?
A 1학년 때 학교 방과후 시간에 처음 배운 후, 저 혼자 과학실에서 스스로 설계하고 출력하며~

Q1

여기 자소서 4번 보면 뭔 소린지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데이터 마이닝? 벡터공간모델? TF-IDF? 이게 뭐지? (엄청 퉁명
하심, 그리고 지금 생각인데 약간 모르는 척 연기를 하셨던 거 같음)
A 데이터 마이닝에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대학 수준의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습니다. 데이터 마이
닝은~ 벡터공간모델은 각 단어에 벡터성분값을 부여하여~ TF-IDF는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로~ (개념 설명)

Q1

(갑자기 막 전문 용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고개만 열심히 끄덕거렸음, 그러다가 정말 다행히 맨 마지막에
질문 하시는 건 이해함) 벡터공간모델은 단어에 벡터성분값을 부여하는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뭘 어쩌지? 그게 뭔데?
A 벡터의 내적과 cos~ (벡터 공간 모델 좀 더 자세히 설명)

Q1

데이터 마이닝, 여기서 마이닝이 뭐라고 생각해?
A 제가 이해한 바로는, 채굴이라고 생각합니다.

Q1

(말 끊으심) 비트코인 채굴?
A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생각 안하는데 어쩌지 하다가) 비트코인도 채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채굴은, 광
산에 석탄이 많이 묻혀 있지만 묻혀 있기만 하면 가치가 없고 채굴해야 가치가 생기듯, 가치 있는 데이터를 채굴하는 과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1

그럼 데이터랑 정보의 차이가 뭔데?
A (살짝 헷갈렸는데 그냥 뻔뻔하게 말함) 데이터는 그저 널려 있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고, 정보는 그 중에서도 유용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Q1

(엄청 꼬치꼬치 캐물으심) 그럼 정보랑 지식의 차이는?
A (모르는데 내 생각대로 말함, 방금 찾아봤는데 다행히 맞는 말 했네요ㅠㅠ) 정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일반화해서 널리
퍼져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자신의 학교생활 중에서 나눔, 갈등 관리, 협력~ (자소서 3번 문제랑 똑같이 질문) 있으면 말해보세요.
A (자소서 내용 말고 봉사 얘기함)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
음~ 그래서 나눔의 가치를 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고 있다. (학부 지원 동기를 안 물으시길래 여기서 다 말했어요)

Q2

그래요 그러면 자소서 있는 얘기도 한 번 해볼까?
A (자소서 있는 얘기 살 좀 더 붙여서 말함)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불법 촬영 탐지기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Q2

둘이 같이?
A 네.

Q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우선 이곳 서울시립대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준비한 거 말함) 저는
저의 강점으로 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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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ㅎㅎ강점은 많을수록 좋아요.
A (ㅎㅎ??ㅎㅎㅎ그냥 원래 준비한대로 함) 저는 지식의 융합과 도전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1학년 생명과학 시간에 뉴런을
배우면서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이 뇌의 네트워크 모델을 본딴다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
님께 질문하고 집 근처 도서관, 인터넷을 조사해 인공신경망 기술을 알았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짜릿함에 컴퓨터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곳 서울시립대학
교에서도 배운 지식을 융합하고 이에 도전해 나눔의 가치를 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2

네,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4) 면접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개별퇴실.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15분이 짧았어요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벌써 끝이라고...? 이런 느낌.. 생각했던 질문도 있고 못했던 질문도
있어서 되게 스릴 있었어요. 퉁명하신 분은 교수님 같고 친절하신 분은 입학사정관 같아요. 두 분 다 나이 좀 있으신 남자 분이
셨어요. 대기실에서 보니까 컴퓨터과학부 지원자에 여자는 저 포함 둘 뿐이었어요.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통계학과

면 접 방 법

사전에 공지된 A조(오전), B조(오후)로 나누어 다른 곳에서 대기한다. 공지된 입실시간을 넘어가면 입실 절대
불가하다. 입실 완료 후 안내 사항 공지, 신분증 검사 후 부여된 가번호에 따라 면접 순서가 정해진다. 면접
순서가 될 때까지 준비해 간 생기부나 정리된 노트를 볼 수 있다. 핸드폰은 사용 할 수 없고 화장실을 가고 싶
으면 면접 진행원과 같이 화장실에 간다. 면접 차례가 오면 모든 짐을 챙겨 면접 장소로 올라간다. 면접장 밖
복도에 있는 의자에 차례차례 앉아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준비해간 유인물을 볼 수 있다. 면접 차례가 되면 짐
을 그 자리에 놓고 면접장에 들어간다. 15분~20분 정도 한다.

질문 및 답변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Q 일단 지원동기 말해보실래요?
A (지원동기)
(처음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말을 한다.)
Q 평소 취미가 뭐 있을까?
A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Q 그럼 야구에도 통계가 사용되는데 그런거 다 아나요?
A 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긴장되어 보여긴장 풀라고 한 질문이에요)
Q 그럼 자소서에서 교내 학술제에 참석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자소서 1번-1)
A 흔히 접할 수 있는 수학 교과서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하는 호기심으로 수학교과서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교과서에 오류를? 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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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 결과 사슴의 마릿수의 오류와 주스 판매량에 대한 오류를 찾았습니다.
Q (끊고) 아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A 어떤 초원에 있는 사슴의 마릿수와 늑대가 잡아먹어 사슴이 죽는 양을 표현한 유리함수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주스~(이어서 계속 설명)
Q (꼬리 질문)
A (답)
(심사위원끼리 이해한 내용을 공유 중)
(사슴의 마릿수가 정수가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Q 그럼 교란 상황? 이걸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래요? (자소서 1번-2)
A 네. 쉽게 말하자면 ~~
Q 그럼 읽은 책 중에서 통계 관련 책 말고 가장 인상 깊은 책이 뭔가요
A 저는 ‘리만가설’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아 수학도 빼고
A 네 그럼 저는 ~(인공지능과 윤리 관련 내용)
Q Q.(인공지능 관련 꼬리질문1, 2, 3)
Q Thomas's calculus에서 구분구적법을 다른 방식으로 구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자소서2번)
A (직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도형을 쪼개면 어떨까 궁금했다)
Q 그럼 그 방식을 사용하면 오차가 빨리 줄어든다고 했는데 오차가 적어서 빨리 줄어든다는건지?
A (아니다 오차가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n등분으로 자를 때 그 오차가 작아져서 오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것이다.)
Q 졸업 후 계획이 무엇인가요
A (계획)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A (마지막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인사 후 퇴장)

기타 유의사항
지원동기, 재학 중 계획, 졸업 후 계획 마지막 할 말은 꼭 준비하실 바란다. 꼬리 질문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 다양한 생각을
하길 바란다. 교수님들이 분위기는 풀어주려고 노력하니깐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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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플러스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자소서 내용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서비스인 구글의 트렌드 서비스를 활용한 활동을 중심으로 말함.
Q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구글의 트렌드 서비스 말고 다른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쓰인 예시를 아는가?
A 유튜브나 네이버 등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예시로 저는 인강사
이트인 메가스터디를 자주 들어가서 인강사이트(메가스터디)가 광고에 뜬다고 말함.
Q 자소서 내용 중 동아리시간 사회문화 질문지법을 활용해 학교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는데 가설을 무엇으로 잡았는가?
Q 자신이 만약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A 경제분야와 빅데이터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점을 강조함.

전

형

학생부종합(플러스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장소에서 대기 후 2명의 면접관님들과 10분 동안 블라인드 면접 함. 자소서와 생기부 기반으로 면접 함.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
Q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A 감사합니다.
Q 간단하게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
A 제가 경제에 관심있게 된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였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경제적인 비중이 차지한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 관심이 생겨 알아보니 경제가 다를 사회과학과는 달리
수학적 논리를 사용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먹고사는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알아가면서 경제에 있어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금융에 대해서
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금융 투자론, 국제
금융론과 같이 경제 수업뿐만 아니라 금융수업 또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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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계획서인가요?
A EVP, evoultion of pen이라는 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학용품이
다 보니 이 점을 이용하여 계획했습니다. 저는 목표수익, 예산 설정 등 경제적인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을 알게 되
었습니다.
Q 서류를 봤을 때, 굉장히 창의적이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현금과
간식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결과가 간식이 현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라면 당연히
현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A 이 실험은 4교시에 진행되었습니다. 4교시는 학생들에게 가장 배고픈 시간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해서 간식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실험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현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결과
를 보고 감정적인 판단이 이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아, 이제 궁금했던게 해결되었어요.
Q 혹시 아는 경제 용어가 있나요?
A 상한가, 하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한가는 주가 30% 상승 가격이고 하한가는 주가 30% 하락 가격입니다.
Q 혹시 왜 30%인지 아세요?
A 나라에서 지정한 값이 30%여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작년에는 20%대 였고 제 작년에는 10%대 였고 심지어 미국은 3% 까지 나왔어요.
Q 교수님, 왜 갑자기 강의를 하고 그러세요. 후후훗
Q 지니계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지니계수는 우리나라 소득점유율을 통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이고 1에
갈수록 완전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Q 우리나라는 지니계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A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니계
수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Q 알겠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느 정도일까요?
A 제가 얼마 전에 노동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버스 기사와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보면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소득 격차가 적을 것이고 지니계수는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저의 꿈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그 꿈을 위해서 학교에서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서울여자대학교에 와서 최고의 여성 경제 정책 연구원이라는 저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Q 정말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있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가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청심환을 먹었더니 하나도 안 떨리고 자신감이 폭풍
상승했답니다. 너무 긴장되면 청심환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바로 먹었지만 반드시 미리 먹어보고 당일 날 드시길 바래요. 그리
고 한 질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답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끌어내려고 해보세요. 그래야 면접하는 동안 페이스를 자기가 갖게 되
면서 오히려 긴장이 덜 되고 꼬리질문도 잘 안합니다. 본인이 탐구했던 거 이론정도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활동한 거 보
다 오히려 이론에 대해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 말들이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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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플러스인재)

지 원 학 과

교육심리학과

면 접 방 법

학생 1, 심사위원 2 (입학사정관1 & 교수님1)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 우리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A 학업 스트레스, 친구관계로 힘들 때마다 위클래스의 도움을 받으며 나도 다른 사람들의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상담사의 꿈을 키움. 이를 위해 또래상담활동, 심리학 방과후 수업을 들음. 이 경험들을 토대로 교육심리학과에서
심리학 이론을 교육환경에 적용해보고픔.
Q 소녀들의심리학 책 소개해보세요
A 학교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현상의 원인을 알려주는 책. 부모님이나 교육자가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에게 사회적
억압을 넣기 때문에 갈등을 맞이했을 때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무시, 뒷담화 같은 간접적인 기제
를 사용함.
Q 미술과 심리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요?
A 교육봉사를 다니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나타내고 소통하면서 미술을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
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아동처럼 이야기 하기 어려워하는 내담자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심리치료
수단으로 미술놀이를 사용하고픔.
Q 또래상담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경험?
A 처음 상담을 진행한 친구는 친구관계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의욕에 앞선 나머지 조언하기 급급함. 이후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상담일지를 작성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봄. 이 경험으로 상담사의 자질을 갖추는 계기가 됨.
Q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한 노력은?
A 심리학 거점형 수업을 들으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비교할 수 있었음. 처음
에 이론을 공부할 때는 어려웠지만 스스로 책을 읽으며 탐구해보니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음.
Q 본인이 가진 상담사에 적합한 자질은?
A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상담사는 잘 들어주는 사람임. 잘 들어주기 위해선 내담자가 처한 분위기, 환경을 잘
고려할 수 있어야 함. 그래서 입장을 잘 고려하는 제 자질이 진솔하게 상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함.

전

형

학생부종합(바롬인재)

지 원 학 과

디지털미디어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학생1

질문 및 답변
Q1

(처음 질문은 쉬운 걸로 갈게요~ 하셨음)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
A 이건 예상 질문에 있던 거라서... 1인 미디어 쪽이랑 연관 지어서 말함

Q2

1이랑 이어서 SNS 많이 하냐, 어떤 거 제일 많이 했냐, 얼마나 오래 했냐는 거 물어보심

Q3

본인의 단점과 극복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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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중력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흥미를 돋울 방법을 찾기 위해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 활동을 했다는 식
으로 말했음
Q4

(1차가 4배수였음) 지금 4대 1인데~ 32명 중에 내가 이건 제일 잘났다! 라는 게 있나요?
A 학교에서 축제 때 게임 코딩한 거 전공적합성이랑... 이과인데도 시화전에 시를 제출하고 국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등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본교의 인재상에 걸맞는 융합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했음

Q5

입학 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성적 관리라든지,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A 여기서 멘탈 나감 질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오만천만 욕 다 했음 (면
접관 분이 편하게~ 편하게 대답하면 돼요~ 할 말 많을 걸 하나만 말해봐봐요~ 하고 계속 추임새 넣어주셨음)
대충 디지털미디어과는 3, 4학년이 되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지망해서 ~~
과목을 들으려고 ~~한 책을 읽는 등 노력을 해왔는데 이처럼 자신이 뭘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지 목표를 정해두는 마음
가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따구로 대답했음...... 면접관 분이 바라신 건 배경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
까 싶음ㅠ

Q6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카카오 외에 아직 이렇다 할 소셜 플랫폼이 많지 않은 게 항상 아쉬웠다고 디지털미디어과에서 ~~ 과목을
통해 지식을 쌓게 되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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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가번호 부르면 짐 다 챙겨서 한 명씩 나감.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외투벗고 들어감. 면접 시간은 10분이고 밖에
서 스톱워치로 시간 재다가 9분되면 똑똑해줌.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으로 면접 진행되고 1명은 교수님, 1명
은 입학사정관께서 들어옴.

질문 및 답변
Q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웠던 과목이랑 극복방안
Q 교내 봉사가 많은데, 기억에 남는거? 이유
Q 봉사시간이 되게 많은데, (놀라면서) 교외봉사에서 기억에 남는거
Q 봉사하는거 좋아하냐
Q 진로와 관련된 책이랑 배운점
Q 자신의 장점과 단점
Q 우리학교(성신여대) 오면 뭘 하고 싶은지
Q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한 말이나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입실시간 20분 전에 도착해도 사람 많았음. 조용히 다들 생기부랑 자소서 보고 있었음. 자리는 처음에 마음대로 앉았다가 입실
시간 되면 지정한 자리에 앉으면 됨. 가번호도 자리 알려줄 때 같이 알려줌. 물은 뒤에서 가져오면 되고 화장실은 손들고 관리자
랑 같이 감. 면접 질문은 기출문제에서 다 나옴. 기출 문제 한 번 꼼꼼하게 정리하면 다른 학교 면접 질문도 다 대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 기출문제는 입시카페(수@@)가면 많이 있음. 면접보러갈 때 전자기기 다 제출하기 때문에 시계 들고 가는게 좋음. 교
수님 얼굴이랑 이름 보고 갔는 데 사진으로 본 교수님 계셔서 긴장 조금 덜 된 것 같기도. 교과 과정에 있는 과목이름이랑 동아
리 언급함.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간호학과

질문 및 답변
Q 학교를 다니면서 화합을 도모한 적이 있는가?
A 1학년 때 부반장을 했던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간부수련회에 반 전체 댄스를 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 춤을 껐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고 모두들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1주일이라
는 시간 동안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춤을 계획하였고 친구들 한명 한명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비록 댄스 동아리 친구
들처럼 멋있는 무대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따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무대였기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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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한 후 배우고 느낀 점?
A 세민에스 요양병원에서 2년간 매월 봉사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간호사라는 꿈을 지닌 저로서는 병원에서 생활
이 어떠한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속적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환자들을 씻겨주었던 일이
기억에 남는데, 항상 목욕을 할 때마다 우시던 할머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한 거부감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였지만, 귀덮개를 씌워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 긴장을 풀어주니 점차 목욕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환자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대학 졸업 후 목표가 있는지?
A 저는 수술실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고 어학연수를 통해 언어학습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국경없는
의사회’에 참가해 구조 활동가로 일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술장실 총괄 간호사로 수술실 운영이나 현지인들을 교육
시키며 여태껏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보람참을 느낄 것입니다.
Q 수술실 간호사를 희망 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A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직업인데, 그러한 점에서 ‘수술실’이 최전방이라고 생각하였고, ‘관계
자 외 출입금지’인 ‘수술실’이라는 독자적이고 특수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싶어
꿈꾸게 되었습니다.
Q 어려웠던 과목과 어떻게 극복했는가?
A 어려웠던 과목은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처음 2등급이라는 제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자만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만감에 빠지다보니 공부에 소홀하게 되었고, 결국 4등급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목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제 공부철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간호
학과 진학 이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동안 학원이나 이과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계획하여 못
배웠던 것들을 보충해나갈 것입니다.
Q 가장 자신 있는 과목과 그 과목이 전공과 어떤 관련?
A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속 영어는 빠질 수 없는
것과도 같아 더욱 신중을 가하였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인데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국제어인 영어를 공부 하는 데에 있어 많은 신중을 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Q ‘진로역량강화프로젝트’에 참여해 의료서비스 문제성을 지적하셨는데, 문제성이 무엇이던가?
A 가장 큰 문제점은 고위험산모와 중증어린이환자 등 소위계층에게 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소
외계층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필요한 중증의료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인상 깊던 책과 그 책이 진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A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김수지 저자님께서 자신의 일생을 담은 <사랑의 돌봄을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저자님께
서는 순탄치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나가셨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간
호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 중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였는데, 저 역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돌봄으로
기적을 만드는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훗날 김수지 저자님과 같이 백의의 천사, 한국의 나이팅게일로 불릴 수 있는 간
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해준 책입니다.
Q 과제 연구(거점)에서의 자신의 역할, 조서결과, 배우고 느낀 점?
A 저는 리더로서 매번 목표치를 정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좀 격려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
이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였고, 간혹 낯가림이 심한 친구도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 한명 한명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이끄는 데
에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란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모든 친구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간호사의 직업스트레스와 이
직사유에는 태움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윤리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혹독한 트레이닝은 옳으나 이로 야기된
정신적 폭력, 육체적 폭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움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 업무량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로 간호
인적난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로에 대한 상호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 또한 시행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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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정말 다양하게 물어봄(기본소양, 생기부),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이 진짜 길게 않은 것을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집중 잘해야 함
+ 면접관에 조곤조곤하게, 너무 조용하게 물어보니까 잘 들어야 함, 화장실 갈 때도 관리자랑 동행함, 끝날 때 쯤 노크하는데
놀래지 않아도 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으로 면접
- 신분증 지참 필수!(없어도 면접은 볼 수 있지만 당일날 수험번호, 이름, 필적 확인 등을 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신분증을 들고 다시 방문해야함. 재방문을 하지 않을 시 면접을 봐도 인정하지 않음)
- 다른 물품(휴대폰, 가방 등) 지참은 가능하지만 면접 대기 시간동안은 생기부만 열람가능

질문 및 답변
Q 일단 가장 힘든,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저희 학교에 지원하신 동기부터 말
씀해주시겠어요?
A 우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쩌구 저쩌구)
Q 보니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상 하나만....
A 저는 진로 UCC 제작 발표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Q 진로 유씨씨가 정확히 뭐죠?
A (어쩌구 저쩌구)
Q 또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2학년 때 떨어졌네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A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1학년 당시 수학선생님을 희망했었는데요
Q 수학성적말고 전체적으로...
A 네, 1학년 당시에는 꿈이 있었지만,,(어쩌구 저쩌구)
Q 그럼 1학년 때 꿈이 계속 수학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A (당황)어...저는 수학공부에서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딱히 특별한 공부법은 없었고, 푸는 수학 문제 양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Q 그럼 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 (어쩌구 저쩌구)
Q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면 굳이 경영학과에 진학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경제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에(어쩌구 저쩌구)
Q 학교 생활 중 경영과 관련해서 의미있었던 활동이 있었나요?
A 계절학기에서 실용경제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Q 그렇다면 경영과 관련해서 공부한게 있나요?
A 2학년 수학동아리에서 경영학과에 진학하면 배우는 경영수학이란 것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
니다.(흑흑)(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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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수학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르치던가요?
A 어,,,,음,,,,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Q 거의 다 끝나갔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네, 있습니다. 반짝반짝(손동작) 빛나는 수정인으로서 위 대학교에서 제 꿈을 반짝반짝(손동작) 빛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글로벌 비즈니스

면 접 방 법

- 의자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당황했어요. 책상도 앞이 안 막혀 있어서 다리를 떨거나 움직이면 면접관에게 다
보일 것 같아요.
- 물은 제공됩니다.
- 신분증 없어도 일단 면접 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분증 들고 다시 찾아가면 면접 인정됩니다.(저는 면접일
이 11월 3일이었는데 11월6일까지 기간이었습니다.)
- 대기시간에는 프린트된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전원은 끄지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인성상, 봉사상, 선행상 등 인성과 관련된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왜 받은 것 같아요?
A 1학년 때 체육부장을 하면서 생겼던 갈등상황과 해결했던 경험을 언급. 이를 바탕으로 ‘소통’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고 상
을 받았다고 언급
+)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상 받은 사례 말고 또 다른 경험과 그 자질이 자신의 진로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A 학급문집을 만들면서 들어갈 내용과 순서 등에 대해 조원들과 논의한 경험을 언급. 희망 진로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
람들과의 관계, 의견 조율,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의 자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
Q 성적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왜 낮은 것 같아요?
A 나는 토론식 수업, 발표식 수업과 같은 활동형 위주의 수업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성적의 평가 기준은 암기
위주의 시험 평가 기준이라 나의 자질을 다 평가하지 못 한것 같다고 답변(사실 정말 예상 못 했던 질문이라서 이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그렇게 따지기에는 3학년때 성적이 너무 떨어졌는데요?
A 3학년때는 나에게 부족한 과목과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집중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1,2학년 때 비교적
낮았던 과목들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변
추가질문은 아니지만 위의 답변을 듣고 “아~ 정시공부한다고 필요한 과목만 공부했구나~”이런 식으로 혼자말을 하셨다.....
Q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읽은 책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 책 이었요?
A “러시아 앞으로 10년이 미래다”와 “북유럽 비즈니스”를 읽은 경험과 배운점을 언급(답변이 길었는지 중간에 끊으셨다.)
Q 글로벌 문화전문가가 뭐하는 직업이에요?
A 글로벌 문화전문가란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 국가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특징을 파악해서 원활한 비즈니스에 도
움을 주는 것이라고 답변.
Q 글로벌 문화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A 통찰력과 기획력인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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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A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과 다양한 창업, 경영 수업을 통한 창의 비즈니스 능력이라고 답변.
Q 비즈니스가 무엇인 것 같아요?
A 비즈니스란 제품이나 프로젝트와 같은 상품들을 경영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은....(추가질문에 의해 답변 끊김)
+) 아니, 시사나 사회같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경제 용어 이런 것 안 써도 되니까, 너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무엇
인지 설명해주세요. 전문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Q 사람들의 관계를 통한 경제활동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나...(추가질문에 의해 끊김)
+) 아니, 꿈이 글로벌 문화전문가라면서...문화랑 관련해서 말해줘야지
A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휘” 화장품은 러시아 수출 시 상품명을 그대로 사
용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비속어로 사용됩니다. 다른 예로 “초코파이”는 중국에 수출 시 한자음과 의미를 섞어 “너와
나는 친구”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판매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품명 하나 광고문구 하나에서도 상
대방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진짜 이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말이나 한 것 같다...)
Q 꿈이랑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있어요?
A 미래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이나 고령화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보고싶다고 답변.
Q 학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 있어요?
A 영어가 힘들었다. 국어라 언어체계나 사고체계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다양한 영미문학작품이나
원어민 수업을 통해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Q 책을 읽고 배운점과 그를 통해 실천한 경험있어요?
A “오래된 미래”를 읽고 나비효과를 배움. 학교에서 주최한 캠페인으로 답변.

기타 유의사항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서 가야할 것 같다. 나는 성적맞춰서 넣어가지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나에게는 너무 어렵고 고난같은 질문이었다.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

지 원 학 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면 접 방 법

긴 직사각형 테이블에 면접관 두 분이 앉아계셨고 한 명씩 들어가서 10분씩 면접

질문 및 답변
Q 언론인을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
A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이라는 직업은 항상 사건의 최전방에서 진실
을 보고 그것을 모르는 대중들에게 최대한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자신이 그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A 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사
건의 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면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그것을 학교생활 중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가?
A 있습니다. 로힝야족 탑압기사가 화제가 되었을 때 단지 특정한 기사나 영상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SNS로 현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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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우리는 ~~게 생각하는 편이다. ~~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라고 보도하던데 어떻
게 생각하고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떤가?’라고 직접 사실을 취재하려 노력해 최대한 사건 그 자체만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Q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롤모델이 있는가?
A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던 어니스트 베델을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안위와 목숨보다 언론
인으로서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최우선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언론인으로서의 존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
도 앞으로 그런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롤모델로서 존경합니다.
Q 우리 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사진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사진 한 장이 때로는 몇십개의 기사보다 영향력이 크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토저널리즘’에 대해 꼭 배워보고 싶고 요즈음은 경제학에 대해서도 흥미가 많아 배우고 싶습니다.
Q 경제학에는 왜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가?
A 국어 비문학 지문을 볼 때 항상 경제학 지문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져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투자와 경제 위기의
원인과 양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 굼금한 것이 많기에 배워보고 싶습니다.
Q 수상내역에 있는 자율 동아리 최우수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라.
A 제가 장으로 있었던 Newscast라는 자율시사동아리로 받은 상으로, 평소에 하고 싶지만 교과활동 중에는 많이 하지 못
했던 뉴스만들기나 시사잡지 쓰기, 시사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제가 직접 아나운서 역할
을 맡아 뉴스의 기획과 진행을 주도했던 것이 언론인이라는 제 목표의식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Q 마지막 말?
A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에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언론인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 속 대중의 관심이나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언론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에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의 수학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 두 분 정말 친절하시고 잘 웃어주셔서 마음 편히 준비하고 가면 될 것 같음. 대기시간동안 학생부랑 자소서만 볼 수 있
고 다른 거(특히 핸드폰) 보면 절대 안됨. 꼭 신분증 챙겨가고 목마르니 물 한 병정도 챙겨가는 것도 중요. 9분 지났을 때 면접
실 밖에서 살짝 노크 해주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때부터 말하는 거 생각 정리하고 마무리지으면 됨.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

지 원 학 과

바이오생명공학과

면 접 방 법

2대 1(입사관, 교수님) / 10분 정도

질문 및 답변
Q1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A 저는 요양원봉사도 뜻깊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멘토멘티 봉사였습니다. 생명에 좀 두려워하는 친구2명을 데리
고 친구들에게 생명문제들을 가르쳐주면서 생명관련기사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니 친구들이 더 생명과학에 흥미를 가졌
습니다. 또 친구들이 나중에는 성적도 올라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였습니다.

Q2

내 인생에 행동이나 가치관을 바꾸게 한 책은?
A 저는 ‘내가 만약 유전자쇼핑으로 태어난 아이라면’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유전자 쇼핑을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과학기술의 화려한 부분을 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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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기술의 좋고 나쁨이 아닌
우리 현세대가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3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A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 과목 특성상 답이 딱딱 나와 수학과목은 좋아하지만 공부할 때 제가 얼만큼 공
부가 되었는지 가믐이 쉽게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학자율동아리를 한다던지 수학관련
책을 읽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A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당연히 생명과학 과목이였습니다. 생명과학이 너무 재미있어서 평소 기사들도 심화공부할 때
많이 찾아보고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생명과학과 융합하여 공부할 정도로 생명과학을 좋아합니다.

Q5

갈등관리한 것?

Q6

동아리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거?
A 가장 동아리활동에서 기억남는 것은 전교생에게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알려준 것입니다. 저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기
사들을 보면서 이런 기술들을 기업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4월 24일 실험동물의 날 때 오가노이드, 인공생체칩과 같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전교생들에게
알렸습니다. 후에 성신여자대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Q7

꼭 면접에서 물어봤으면 했던 답변?
A 제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것은 동물권을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좀 더 정확한 모델
을 개발하여 과학적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Q8

전공 관련해서 읽은 책 중에 진로에 도움이 된 책은?
A dna탐정이라는 책입니다. dna탐정이라는 책은 적환무의 후생유전학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dna 메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후에 여러 기사들을 참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Q9

진로탐색을 어디경로로 하였나?
A 저는 여러 기사들을 참고하였고 또 생명공학연구센터 등을 보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작년에는 전공지식, 자소서, 생기부 기반으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수능 끝나고 이틀 뒤라 자소서, 생기부 문제 안 물어본 것
같아요! 마지막에서 3번째라서 엄청 웃으면서 했어요!!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서비스ㆍ디자인 공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 대기실에서는 자소서 및 생기부만 확인 가능 / 1인 면접, 10분간 진행

질문 및 답변
Q 지원 동기는?
A 막연히 디자이너를 희망하면서 어떤 디자인이 적성에 맞는지 찾지 못하다 3학년이 되어 서비스 디자인을 알게 되었고 이
쪽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A 조원들과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극복했다고 대답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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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교육과정 중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과목은? 어떻게 노력했는지?
A 수학이 어려웠지만,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함.
Q 3학년 독서활동 중 가장 인상깊었던 책은?
A 관점을 디자인하라.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답함.
Q 서비스 디자인이란?
A 본인이 알고 조사한대로 대답함.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덧붙임.
Q 교내 활동 중 가장 학과와 잘 매치된다고 생각된 활동은?
A 교내 융합미술 프로젝트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내용을 깊게 확인하려 하기 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느꼈는지 폭넓게 확인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음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심리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2대1로 10분간 진행
대기실에는 5개학과정도 함께 대기, 분단으로 나뉘어있음
순서 다가오면 (본인 앞이나 앞앞 사람할 때) 면접실 앞에 준비된 책걸상으로 안내받음
면접감독분이 문 열어주시고 닫아주심, 이분이 9분 노트도 해주심

질문 및 답변
Q 봉사시간이 많은데 어떤 활동을 했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A 저는 학생회로서 각종 교내 행사의 보조를 하며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동아리 콘서트에서 상담 부스를 운영
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내담자의 고민을 듣고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쓰게 하고, 그것
을 다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본인에게 조언을 해주도록 했고, 또한 상담을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감을 함으로써 상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Q 왜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요? (진로희망)
A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
의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심리학이 인간의 행동을 좀 더 예측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렇기에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싶기 때문
에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습니다.
Q 대학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
A 저는 성신범연이라는 범죄심리소학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신범연에 들어가서 학부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범죄심리학
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추리게임이나 관련 직업인과의 만남과 같은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프로파일러로서 활동하면서 필요한 자질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Q 꿈을 위해서 심리학 외에 어떤 과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A 저는 사회학과 통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간이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구들의 데이터를 수치
화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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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성신여대에 지원했어요 ㅎ?
A (이때 횡설수설해서 생략) ~~~~횡설수설~~~~
Q 기억에 남는 수상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A 저는 진로UCC 제작발표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교훈을 줬
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는 고등학생이 주인공이고 주인공의 꿈속 이야기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주인공은 꿈
속에서 미지의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깨닫고, 삶의 교훈과 조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이론을 활용한 것입니다. (오? 하는 표정보고 자신감 얻었음)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아를 빙산으로 표현
했고 윗부분을 의식, 아랫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꿈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꿈속 미지의 인물은 주인공의 무의식이었던 것이고, 그로부터 주체적인 삶을 살자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Q 가장 좋아했던 과목과 힘들었던 과목
A 저는 사회문화 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향유하는 사회를 먼저 이해해야 한
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시간에 일탈이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속에서
차별적 교제이론의 한계에 대한 친구들의 질문을 받고, 이를 보완하는 이론들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한 경험도 있습니
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수학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오픈 캠퍼스 활동에 참여하며 수학이 심리학에서 꾸준히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수학에
흥미를 붙이려 노력했고 부족한 개념들부터 채우며 학습한 결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인상 깊게 읽은 책
A 저는 100년 전 살인사건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살인사건 자료인 검안을 바탕으로 지어
진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를 들어 자신의 딸이 사위를 살해한 것을 알고 난 후 직접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친정어머니의 사건을 보고, 자신의 딸
을 죽일 만큼 당시 유교사상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뀜에 따라 행
동양식도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자신의 딸이 사위를 죽인다고 해서 직접 딸을 죽이는
친정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A 저는 저를 지푸라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신여대 심리학과에서 활활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
등학교 생활을 하며 더 많은 지푸라기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좀 더 빠싹 말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합격이라는
불씨를 붙여주셔서 내년에 학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증간에 질문이 대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말은 꼭 천천히 하세요. 말의 포인트가 뭔지 잘 알수있게.. 본
인은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질문이 어려운 편은 절대로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전날 밤에 세특 꼼꼼히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잤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굵직굵직한 질문 여러번 연습할 걸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세특 보지말란말 아님) 긴장할
필요 전혀 없으니까 꼭 자신감 있게, 이 학교에 너무 오고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오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

지 원 학 과

운동재활복지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실은 3개의 과가 같이 사용했음
대기실에 들어가면 주어진 가 번호 순서대로 앉음. 면접 순서가 다음 차례일 때, 면접장 옆에 있는 의자에서
대기하고 앞 순서가 끝나면 바로 들어감.
총 면접시간은 10분이며 9분 정도 되었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신호를 보내줌
면접관은 입학사정관 한 분, 과 교수 한 분, 총 2명이며 질문은 생활기록부 기반, 인성과 전공 적합성 중심으
로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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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A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가 번호 00번입니다.
Q 네~ 앉으세요.
A 감사합니다.
Q 기다리신다고 힘드셨을 텐데 긴장은 많이 되나요?
A 별로 많이 기다리지 않아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좀 되네요.
Q 긴장 푸시고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생기부 기반으로 질문을 할거고 인성, 전공적합성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A 넵!
Q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진로희망에서 1학년 때 스포츠 분야라 되어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진로희망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진로희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넵! 저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했고 그만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학년 때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라
다양하게 알고 싶어서 광범위하게 진로계획을 세웠고 2학년 때는 좋아하는 프로배구 경기를 보며 선수들을 관리해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스포츠매니저, 선수 트레이너, 코치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3학년 때는 스포츠클럽 활동 중 부상을
얻은 후 운동선수들의 부상관리와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물리치료사, 운동재활복지사 등의 진로로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Q 오호~ 그렇군요.
Q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했나요?
A 저는 피구, 수족구 스포츠클럽 활동을 했습니다.
Q 또 다른 스포츠 활동은 안 했나요?
A 점심, 저녁 시간 동안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밖에서도 가끔 축구도 하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했습니다.
Q 아 그렇군요. 그럼 나는 이만큼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나요?
A 활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남학생 스포츠클럽은 있었지만, 여학생 스포츠클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스포츠를 좋아하고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학교 체육 선생님께 전달한 적이 있
었습니다. 그 후 교외 대회에서 경험을 쌓아 비록 우승은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에 좋은 성적을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Q 아하 그렇군요.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한 것이 있나요?
A 사실 제가 외부 봉사활동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스포츠클럽, 운
동회 등 체육 관련 활동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Q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체육대회준비위원회와 학교스포츠클럽 심판도우미가 있었습니다. 두 봉사활동에서 저는 총 관리를 하였고 체육 활동 도중
학생들이 부상이나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 교내 간호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응급상자를 구비하여 그 즉시 바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Q 네 알겠습니다. 운동 재활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만약 대학교에 들어온다면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A 저는 선수 재활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던 중 스포츠 심리학과 ’스
포츠 카운슬링‘이라는 과목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진학하여 이 과목을 공부해서 선수들의 부상 관리 뿐만아니라
심적으로도 도와주고 싶은 운동재활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오~ 그렇군요. 그럼 최종 꿈? 진로?는 무엇입니까?
A 저는 국가대표 여자배구 선수 재활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웃음)
Q (굉장히 놀래며) 엄청난 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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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저는 이 꿈을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꼭 이루고 싶습니다!!!!
Q 좋습니다. 전공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과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밖에서 9분이 됬다는 노크 소리)
A 네. 저는 [재발하는 척추관절질환, 운동 치료로 완치하라]라는 책에서 ’모든 통증을 사람이 다 느낄 수 없기때문에, 가장
아픈 통증만 느낄 수 있다’라는 대목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Q 아 이문환~ (저자분을 알고 계서서 살짝 긴장)
Q 더 물어볼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A 넵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서 챙겨온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만 열람 가능함. 종이에 붙어져 있는 포스트잇도 보면 안됨.(떼서 따로 보관함)
휴대폰도 몸에 소지하면 안 되며 들고 왔을 때 가방에 넣거나 제출
면접이 끝난 후 바로 짐 챙기고 나가면 됨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운동재활복지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10분 면접 / 대기실에서 생기부와 자소서 볼 수 있음(관련 자료 챙길 것)

질문 및 답변
Q 진로가 확고한데 꿈을 가지게 된 계기
Q 운동선수 생활 관련 질문
Q 독서 관련 질문
Q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유?
Q 3학년때 성적이 하락하는 증세가 보이는데 이유는?

기타 유의사항
전공분야에 대해 많이 물어 봄, 운동 잘 하는 것에 관심 많음
자소서 및 생기부 관련 질문 만들어서 갈 것(특히 생기부)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윤리교육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번호 부르면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교수님 한분과 입학사정관 한분계시고 생기부 진
위확인여부 질문 10분간 진행됩니다.

질문 및 답변
여대라 그런지 굉장히 면접관님들이 배려심이 넘쳐나셨음.
Q 학생 반가워요~~ 우선 낯선 이방도 한번 둘러보고 심호흡도 하고 긴장풀고 준비되면 얘기해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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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자대 ∙

A 하하 감사합니당 (5초후)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Q 그럼 우선 질병지각먼저 질문할게요, 질병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볼까요?
A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해 천식이 있습니다. 지각을 하기 전날, 감기가 걸리자 천식증상이 더 심해졌고 응급실~~상황설
명~~ 병원에서 오전진료를 받고 학교 가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진료 후 10시경 등교했습니다.
Q 진로탐색보고서에서 인공지능교사에 대해 조사했는데 인가교사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인공지능을 교
육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교사는 단순한 학습 전달자가 아닌 정서와 감성을 공유해야하는 학생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교사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설명~~ 하지만 인공지능을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인간교사가 놓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수업을 돕는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각자 다른 가정환경과 성격,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이유덧붙이기~~.

기타 유의사항
면접을 총 3번 봤는데 성신여대가 가장 난이도 쉽고 분위기가 좋았네요. 계속 웃으면서 질문에 답한 것이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음.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

지 원 학 과

정치외교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대기 ☞ 본인 순서에 면접 ☞ 끝나는대로 바로 귀가

질문 및 답변
(대기할 때 같이 계시는 조교님께서 문 열어주심)
A (90도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밝은 톤의 목소리와 표정)
Q 네 안녕하세요~
Q 가번호 OO번 맞나요?
A 네! OO번입니다.
(처음에는 두 교수님 모두 저를 안쳐다보시고 노트북 모니터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로 첫 번째 질문을..)
Q 정치인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고, 그 자질을 바탕으로 본인을 평가해보세요. (총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
에 하셨는데 두 가지 밖에 기억이 안남)
A 정치인의 자질으로는 리더십, 추진력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리더십은 정치인이 국민이라는
큰 집단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1년도 빠지지
않고 반장 혹은 부반장이라는 학급의 리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리더로서의 역량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 처음 정
계에 진출할 때 가졌던 포부와 달리 점차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계에 진출했을 때부터 일관된 자신만의 정치에 대한 신념과 색깔이 뚜렷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본인의 주관을 바탕으로 추진력 있게 정치 활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제가 여러
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미국 대통령 링컨 대
통령의 말씀을 일부 인용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위치가 국민들이 믿고 위임해주신 자리인만큼 그 자리에 소명감을 가지고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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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부터 한 번에 세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하셔서 질문을 기억해내고 한 질문에라도 대답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답변 내용이 많이 길어짐)
Q 수상을 보니 선행상을 다양하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A 선행상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의 인성덕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에 대한 자신의 인성덕목을 실천한 인성실천소감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상했던 덕목은 책임, 배려, 효도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책임 덕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1학년 때 제가 부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반장과 학급 친구들 간의 엇나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부반장으로서 권한대행을 하면서 체육대회 준비기간에 반장을 대신해 체육대회 종목을 선정하고, 응원방법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저를 책임감 있는 친구로 잘 봐 준 것 같습니다.
Q 수상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교내대회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저는 제 수상 중 ‘나만의 TED 영어 말하기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위에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여러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저는 해외 유학 경험도 전혀 없고 그 친구들에 비해 영어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많이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 실력과 별개로 ‘유토피아 사회에서 소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제 연설원고가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 될 정도로 양질의 원고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감
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험기간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2주정도 주어진 시간에 시간 나는 틈틈이 연습을 하고 제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 대회를 준비하려고
노력해 값진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대회였나요?
A 네. 혼자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회였습니다.
Q 과학과목 성적이 확 올랐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A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씁쓸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질문에 답변할 때 괜히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울컥했다는.. TMI..) (약간 울컥) 제가 1학년 때 과학 과목을 배울 때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성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다시 과학을 배울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목
표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결과 필기시험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행평가로 이루어졌던 글라이더 날리기 평가와 태양전지 로봇 만들기 평가에서 제 능력이 아닌 기계의 결함으로
최하점을 받는 바람에 성적이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때 단어 선택이 좀 웃겼는지
교수님께서 웃으심) 2학기 때는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부분도 더 신경 쓰고 아득바득 노력해서 성적을 많이 올
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Q 왜 다른 대학이 아닌 성신여자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A 다른 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서양의 정치학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성신
여자대학교는 동북아관계론, 동남아정치론과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제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 ‘오?’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또
한 동남아정치론 연구실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는 생각이 들어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
뮤니티와 같은 곳들에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님들의 강의가 정말 명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주저 없이 성신여자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하는 UFL 학생들은 모두 저 5번 질문에 자신의 대학교와 학과를 대입시켜서 꼭꼭 준비해보아요! 점수 따기에 최고
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만 잘 한다면 그 학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 전공적합성과 같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Q 진로희망이 정치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정치인이 되고 싶어졌나요?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중학생 때 크게 정치적인 신념이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농단 사태로 나라가 시끌벅적할 때 부모님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특별한 정치적 신념이나 배경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
서 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일조를 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그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
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주위로부터 정치를 하면 부패하
게 된다, 정치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학문이라는 우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주위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치에 대한 많은 사
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꼭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며 국민으로서 꼭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정치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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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자대 ∙

Q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요?
A 저는 단순히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행정 업무나 정책 제안 일에만 치중되지 않고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앞서 말씀드
렸듯이 정치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인만큼 더 많은 정
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저만의 정치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는 스펙트럼이 넓
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Q 정치인이 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정치에 입문할 건가요?
(한 교수님께서 고등학생이 진로희망 사항이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재미있으셨는지 연속으로 계속 정치인 관련 질문을 하시더라구
요. 오히려 저는 진로계획이나 진로 관련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허.)
A 저는 우선 한 정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계에 먼저 진출하고 싶습니다. 아직 확고한 저만의 정치적 신념이나 색
깔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꼭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 정치색깔을 먼저 찾아본 후에 저와 가
장 잘 맞는 정당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제 목표가 정치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정치인이 되는
것인 만큼,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제 정치적 소양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Q 정치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A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한 정책을 만드는 것 또한 창의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창의
력이 많을수록 더 좋은 국민들 위한 정책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네. 나가봐도 좋습니다~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의 교과과정은 기본적으로 꼭꼭 알아갔으면 좋겠고 특히 다른 대학에는 없는 그 대학 그 학과만의
교과목이 있거나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는지 잘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진짜진짜 중요해요!!! (위에 써둔 면
접 질문 복원 5번 질문과 답변 참고) 면접하면서 그거 찾아보고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
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 뽑아주세요’라는 간절함 절반, ‘이 학교가 나 안 뽑고 굴러갈거라고
생각해? 나 안 뽑으면 누구 뽑을건데?’라는 패기와 근거 있는 자신감(...) 절반이 면접할 때 스스로의 멘탈이나 면접에 임하는 태
도 같은 부분에 꽤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겁니다. 허허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넣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수능공부 꼭 열
심히 하세요. 그리고 수능 치러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게 제일 중요. 입시는 진짜...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
는 게 입시니까 둘 다 준비하기 힘든 건 알지만 둘 다 놓지 말고 열심히 준비합시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중국어문・문화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 입실 후 알려주는 가 번호대로 좌석 배치, 면접 입장도 마찬가지.
면접 시간 : 10분
면접 질문 : 생기부 기반 - 전공적합성(50%),발전가능성(30%),인성(20%)

질문 및 답변
Q 저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6년 전에 북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 흔히 말하는 ‘대륙의 스케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1년 반 동안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중국어 개설되지 않아 배우지 못하였고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중문과에 지원했습니다.
Q 중국어를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했죠?
A 중학교 때 중국인 선생님과 1년 반 동안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다른 공부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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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Q 중국어 관련 동아리가 몇 개 있는데 자신은 무슨 일을 했으며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A 3학년 때 한 워쩐빵 동아리 입니다. 맡은 일, 느낀 점.
Q 진로가 국제공무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A 네. 우선 환경운동가로 바뀐 이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구 온난화로 매년 여름이 더워져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들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치고 싶어 국제공무
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성적이 상승세인데 어떤 식으로 공부했습니까?
A 휴대폰을 끄고 공부했습니다.
Q ‘중국어 6개월에 끝내고 알리바바 입사하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IT계열에 입사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읽게 되었고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A 읽은 이유, 간략한 내용 설명, 이를 통해 제 최종 목적이 UN이긴 하나 그 전에 여러 기구에서 경험을 쌓고 들어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Q 국제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A 준비방법. 학과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 언급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A 네. 독서 중에 ‘차이나 인사이트 2018’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2017년 중국을 대표하는 키워드 한 가지를 꼽자면 ‘공유경제’라고 하였습니다. 이유 설명. 이 정보를 알고
나서 6년간 중문과를 희망한 것이 뿌듯하였고, 주위에 어떤 외국어를 배울지,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유를 들어 중국어를 추천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Q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랜덤 지정으로 24명 중 23번째 순서였고, 4시간 반 기다림. 그동안 긴장 유지 잘하길 바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질문은 작
년에 없었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질문 받았음.
덧붙여 열심히 준비 한 것 중에 질문 안 받은 것으로 어필하는 것도 방법임.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1.
2.
3.
4.

교수님 1명, 입학사정관 1명
10분 동안 지소서 거의 안보고, 생기부 위주
2대1 면접
4개 정도 1차합격한 다른 과 학생들이랑 같이 대기

질문 및 답변
Q1

가장 기억에 남은 봉사활동?
A 학습 멘토 도우미 활동

Q2

힘들었지만 보람 깊은 봉사 활동?
A 동아리부스 준비 봉사활동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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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A 3학년 1학기 성적표 받았을 때

Q4

가장 열심히 공들인, 공부했던 과목?
A 영어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A HTML 언어를 배울 때. 개발자분들이 코멘트를 달아 주셨는데, 그게 전부 영어여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멘토 도
우미 때문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분위기에 겁먹지 말기
마지막하고 싶은 말 하고 질문 더 하실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기
전공, 수학 관련 독서 줄거리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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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2대 1 면접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를 간단히 말해주세요.

Q2

성적추이(성적 하락의 이유)
A 저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당시 유행성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주말동안 입원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시험이었
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2학년 때보다 성적이 떨어졌지만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노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
이라고 생각합니다.

Q3

K-Mooc 강의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배웠나요?
A 소비자들의 소비동향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찾고 당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
의 정보를 취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식하여 소비트렌드를 감지하는 것이라는 것(내 생각)을 알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21세기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4

마이클 샌델의 완벽에 대한 반론 을 읽고 토론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완벽에 대한 반론을 읽고 생명과학 동아리와 함께 댓글 토론 및 토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나 자연의 도덕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
한편, 인간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유전적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마음속에 설명하
기 힘든 불편함은 있겠으나 명확한 윤리적인 결함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같은 불평등하
게 혜택이 작용하는 것과 특정 기업의 이윤 추구 결합되는 것을 경계하여 엄격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
습니다. (꼬리 질문)

Q5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적은?
A 성적 하락한 때를 다시 한 번 어필함.

전

형

학생부교과

지 원 학 과

국방시스템공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 시간 : 1시부터 4시 30분
- 오전(8:30~11:30 쯤) 국군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 > 단체로 합동군사대학으로 이동 후 점심식사 > 면접 대기
실에서 자리, 조 배치 (조 4개, 면접실도 4개. 1조는 제 1면접실, 2조는 제 2면접실, 이렇게 차례로 배정)
> 면접, 대기인원들은 대기실에서 인성검사(566문항) 실시 > 면접을 보고 온 사람은 즉시 운동복으로 환복
후 체력검정 종이(대기실에서 배부)를 담당자에게 제출 > 8명이 모이면 대기실 앞 단상 공간에서 4명씩 팔
굽혀펴기 측정(2분) > 면접이 끝난 후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윗몸일으키기 실시(2분) > 야외로 이동하여 오래
달리기 실시(1500m) > 귀가
- 면접관 : 두 분, 한 명씩 입실
- 시간 : 8~10분 내외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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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2분 이내로 해보세요.
Q 왜 해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까?
Q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Q 국가안보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개인 자소서 기반 질문이었음)
Q 해군장교에게 무엇(자질)이 필요한가?
Q 해군의 슬로건을 아십니까?
Q 재학중에 힘들었던것은?
Q 상사가 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공통질문이었던 것 같음)
Q 해군장교가 되면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다. 그렇다면 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만일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
떻게 할 것인가? 명령을 따를 것인가?
A

(위의 질문과 일관성 있는 대답으로 풀어나감.)

+) 부당한 일이라서 의견을 말한다고 해도 명령을 따를 것인가?
Q 군사과학기술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해군장교는 졸업하면 될 수 있지만 군사과학기술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
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장벽이 존재할 텐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Q 교복 마이에 배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달게 되었고 어떤 것을 상징하며 무엇을 위해 달고 다니는가?(개인질문, 돌발질문)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 3배수인 84명 중 72명 왔음(여자 3명, 나머지 남자)
- 면접실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위압적이거나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고,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됨.
- 인성 검사 문항이 많지만 시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짧은 문항들이니 걱정하지 말 것.
- 체력검정은 담당 조교님들이 지켜보다가 가끔 ‘더 내려가세요, 등이 닿아야 합니다’... 같은 지적을 하지만 지원자들이 교대로 횟수
를 측정하기에 그렇게 정석적으로 검정하는 느낌은 아니었음.(약간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서 내년에는 방식을 변경할지도 모르겠음)
- 달리기는 도로주행이었는데 오르막 구간이 변수였음.(트랙 아니었습니다)

전

형

사회배려자전형

지 원 학 과

기계항공우주공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 교복, 학교 체육복 착용 금지/ 이름 말하면 안됨/ 부모님이나 친척의 지위, 직업 말하면 안됨
/ 면접 시작 전에 가번호를 받아서 왼쪽 가슴에 붙임
면접관 – 면접관 2명과 면접생 1명으로 구성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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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가번호 3번 지원자입니다. 제가 이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기계공학 동아리와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기계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고 미래 산업에서 기계공학이라는 전
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왜 미래 산업에서 기계공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A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라는 증거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3

거점형 공동 교육 과정은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요?
A 거점형 공동 교육 과정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코딩, 아두이노,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웠고 조원과 함께
타이머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Q4

기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활동도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나요?
A 이것도 거점형 공동 교육에서 했는데 타이머를 만들 때 MsTimer, Keypad 등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코딩을 해보았습
니다. 그리고 전기전산응용에서도 울산에서의 지진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기울기센서 등을 이용하여 지진 경보기를
만들었고 그 때도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Q5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A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거점형 공동 교육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한 것 같아서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점을
말해도 될까요? 면접관: 네, 해보세요. 저는 체육대회 반티를 결정할 때 힘들었습니다. 반티라는 사소한 것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
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Q6

지구과학 창의력 대회에는 무슨 대회인가요?
A 선생님들이 지구과학 교육과정에서 심화된 문제를 직접 뽑아서 문제를 푸는 대회입니다.

Q7

그러면 주제탐구발표대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A 수소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소 자동차가 수소를 연료
화 할 때 화석연료가 사용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연기관자동차보다 3배 높은 효율, 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소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8

기계공학 안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 진출 하고 싶나요?
A 저는 항공기 엔진 쪽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Q9

이유는?
A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항공기보다 가벼운 사람은 날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무거운 항공기가 뜬다는 점에서 항공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10 독서활동이 많은데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A 저는 여성 공학인 4차산업혁명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자라는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부
모님이 몸을 쓰는 직업이라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업에 대한 남녀차별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여성 공학인이 목표를 세워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 공학자들처럼 목표를 세워 이뤄나가는 기계공학
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할 말이나 포부를 말해주세요.
A 약 9분이라는 시간은 저의 역량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시고 제가 듣는 관계를 유지
하여 저의 역량을 보여드리고 싶고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세종대의 목표에 공을 기여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약 9분 동안 진행하고 교수님들이 30대 초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 교수님은 무표정으로 진행하지만 여자 교수님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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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

주시면서 긴장감을 풀어주셨어요. 너무 긴장될 것 같으면 청심환 미리 먹어보고 면접 시작 1~2 시간 전에 드세요. 저는 청심환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전

형

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디자인이노베이션

면 접 방 법

순서는 사전에 임의로 가번호를 부여해둠. (완전 랜덤)
한 대기실에 디자인 이노베이션과 학생들이 모여서 대기
세 개의 분단으로 한 분단씩 세 개의 면접실에 나뉘어져 들어감.
각 분단의 1번들이 먼저 다른 대기실로 이동.
다른 대기실에서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앉음.
착석 후 문제지 부여. 40분간 문제를 풀게 함.
(10분 후 각 분단의 2번이 같은 대기실 뒷자리에 앉음. 또 10분 후 그 뒷자리에 3번들이 앉음)
40분 후(문제 풀이 시간이 끝난 후) 스태프의 지도하에 면접실 앞으로 감.

질문 및 답변
압박면접인 것 같음. 들어가서 인사, 발표하는 도중 계속 노트북만 하심.
Q1

발표 준비해온거 해보세요
A 관성, 가치와 풍력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저, 제 인생에 관해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풍력이라는 단어를 보고 풍력발전기를 떠올렸습니다. 풍력발전이란 바람의 힘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힘으로, 풍
력 발전기는 개개인이고 풍력 발전기에 의해 부는 바람은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통해 불어내는 타인과의 접
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타인의 바람을 통해 저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제 풍력 발전기를 통해 타인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가장 큰 풍력발전기는 저를 빗대어 나타내었습니다. 뒤에 있는 발전기에는 물
음표를 적었습니다. 이는 누군인지 상정할 수 없는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의 세 가지 가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관용, 다양함,
(하나가 기억이 안남;)00입니다. 우리는 각자 커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다양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양함이 모여 개인이 이룰 수 없는 힘이 만들어 질 때도, 생각하지 못 했던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다음은 관용. 다양한 환경의 사람이 만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수를 보듬어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기억이 안남..!) (잠시 침묵으로 집중시킴 하도 안봐서. 잠깐 멈추니 보셨음) 관성이란, 무언가가 운동을
하는 힘을 유지하려는 성지을 말합니다. 버스로 예를 들자면 앞으로 가는 버스가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쏠릴 것이고, 뒤로 가고 있다가 정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뒤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제 그림을 보시
면 제 가치 가지의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상을 통해 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그림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방향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 할 때 두 분 다 쳐다보셨음) 만약 저의
가치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 풍력 발전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채로 돌아가다가 외부의 힘에 인해
멈추에 된다면 저의 가치는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어 저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제 가치는 또한 왼쪽으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치를 통해 돌아가는 이 발전기가 어
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저는 갑작스러운 멈춤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관성과 풍력,
가치를 통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가치에
맞추어,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A (발표 시간이 아니라 면접 시간이 끝난 줄 알고) 이 발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Q3

네. 저는 여기 있는 잔상에다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더 적어 넣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Q4

이 학과에 오게 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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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저의 상상을 무한정 표현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과 또 우리나라 제품 디자인에 관한 아쉬움이 많아 산업 디자인 두 가지를 모두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학과에서는 1학년때 시각 다지인과 산업 디자인을 배우다가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두 가지 배움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켜 1학년때 최대한 많고 다양한 배움을 통해 조
금 더 저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를 선택하고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전공에 관한 질문이나 꼬리질문은 없었음. 생기부 관련 질문 두 세 개)
Q5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꼭 이 학과에 진학해서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나중에 찾아보니 모든 면접실에서 노트북만 보고 학생들을 안 쳐다본 것 같음. 이젤에 그림을 올리고 발표를 함. 이건 압박용
인지 모르겠는데 옆쪽에 히터가 있었는데 한 30초에 한번씩 삐 삐 소리가 나서 굉장히 방해됐음. 면접관과 의자 사이의 거리는
조금 멀고 거리 사이의 왼쪽 편에 히터와 엄청 큰 전자시계가 있었음.

전

형

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생명시스템학부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지원자 여러명 대기하고 있다가 선배들이 순서에 맞춰 한명씩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면접실 앞
에서 대기한 후 선배들이 면접실 문을 열어 주시면 안으로 들어가 2명의 교수와 지원자 한명이 9분정도 생기
부와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간단하게 지원동기
A 준비해간거 말함
Q 생명관련 수상 기록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를 본인이 메꿀 수 있는 점(생기부)
A 여러 거점활동을 한 경험과 동아리에서 따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하여 조사한 것에 대하여 말함
+) 실험 같은 걸 하지는 않았는지
A 동아리와 거점활동에서 했던 DNA추출실험, 효소 반응실험, 생식세포 관찰실험 등에 대해 말함
+) 왜 그 실험들을 가지고 수상을 하지는 않았는지
A 실험을 할 때에 대회같은게 열리지 않았고 대회가 열렸을 때에는 조사를 중점으로 해서 수상을 못했다고 말함
Q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의 향후 계획
A 준비해간거 말함
Q 줄기세포의 종류로 무엇이 있는지(자소서)
A 줄기세포의 종류 4가지를 말하고 각각 그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함
Q 재생이 안되는 세포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지(자소서)
A 근육세포, 신경세포에 중점을 맞춰서 말함
+) 재생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G0기에서 멈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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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스피린 합성실험을 할 때 무수아세트산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자소서)
A 무수아세트산을 쓰지않고 아세트산을 쓴다면 아세트산의 물분자가 아스피린과 역반응을 일으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고 설명함
Q 생명공학자가 가져야할 자질이 무엇인지
A 올바른 윤리관, 팀원들과의 소통능력, 창의성이라고 답하고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함
Q 마지막 할말
A 준비해간거 말함

기타 유의사항
전공지식 또는 교과 관련된 질문 나올까봐 엄청 공부해갔는데 모든 면접 통틀어 거의 안 나왔고 무엇보다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은 생기부와 자소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많이 읽어보고 그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고있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비를 할 때 답변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기보단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외워서 면접자리에서 그 키워드들
을 맞춰나가는 형식으로 준비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모의 면접 같은건 한번쯤은 하고 나가는게 본인에게
이득일거에요.

전

형

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면 접 방 법

10분내외 면접관 2명과 학생신원 확인해주시는 사람 1명 총 3명앞에서 면접진행
생기부 자소서기반 질문.

질문 및 답변
편의상 면접관 두 분을 Q1, Q2라 함
Q2

네 먼저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편하게 답해주시
면 되요~
A 네 알겠습니다.

Q2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애초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의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은 안했었나요??
A 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육도해주시고 저희가 따로 캠페인도 열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원래 습관이라
직접 고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이미지를 먼저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Q2

아 그러면 이 활동을 했을 때 흡연율이 감소를 하였던가요?
A 눈에 띄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Q2

그 읽은 책 중에서 빛의 물리학 이란 책을 읽었었네요 이책이 어떤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자신이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을
얘기해주세요
A 책은 주로 빛의 속도를 구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이중슬릿연구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중슬릿연구는 제가 cd에 무지개빛이 나는 이유를 탐구할때 참고했던 내용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Q1

S.A.C 동아리에서 수소연료전지에 관한 동아리를 했었는데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A 말 그대로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원리대충언급) 이런 원리들을 탐구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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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네 동아리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골드버그동아리) 이 동아리에서 기계장치에 관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이
었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해주세요.
A 네 먼저 이 동아리는 골드버그에 관한 동아리였습니다. 기계장치들을 연결해서 학교축제 때 시연하는 활동을 했었고 저
의 역할은 어떻게 장치를 연결할가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역할이었습니다.

Q1

그 골드버그가 뭐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A 여기서 당황해서 절었음 심하게
골드버그는 기계장치를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Q1
Q1

Q2

아뇨 괜찮아요

정말 몰라서 묻는거라서 편하게 말해주세요
A (조금 절어서 대충 마무리했음)

Q1

그 아까 cd에 이중슬릿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네 이중슬릿실험은 ~~ 이후 과학연구에서 ~~

Q2

이제 세종대학교에 와서 자기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고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A 네 저는 물리탐구를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또 저는 다년간 방송부활동을 하면서 방송시스템에 ~~ 이런 공부를하
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유능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Q2

네 그럼 이제 질문 다했고 이상 면접마치겠습니다.
A 아 마지막으로 할 말해도 되나요??

Q2

네~
A 네 저는 ~~~

Q1

Q2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할 때 가져온 자료들 볼 수 있었고 지원동기를 안 물어봐서 지원동기내용을 학업목표에 끌어다 쓰면서 면접을 봤음.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 하고 질문 잘 받아내면 됨.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창의인재)

지 원 학 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면접 10분 이내)

질문 및 답변
Q 우리 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Q 진로가 자주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Q 과학축전에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에서 수상한 적이 있는데 다른 팀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Q 스타이로폼으로 자동차를 제작하였는데 강도가 약하지 않았나요?
Q 강도와는 관련이 없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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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라는 공동연구를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나요?
Q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나요?
Q 이 연구를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Q 2학년 때 비해 3학년 때의 성적이 하락하였는데 이유가 있나요?
Q 쓰레기 섬에 대해 배우고 고민한 후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었나요?
Q 3학년 때 지구과학 활동으로 단열선도를 탐구하였는데 어떤 것을 배웠나요?
Q 학생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타 유의사항
10분 타이머, 8분 알람 울림. 면접분위기가 상당히 좋음. 생기부 기반면접

전

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지능기전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면접 10분 이내)
수험번호 대신 가번호 제시하여 순서대로 면접 대기함.
면접관 2명과 수험생 1명으로 진행 (면접관이 입학사정관).
휴대폰 제출, 그 외의 전자기기 모두 제출 (대기시간동안 생기부와 자소서만 볼 수 있음).
생기부와 자소서기반면접.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를 축구선수 세 명을 이용해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
Q 자소서 1번에 ‘~’책을 읽었고 여기서 동기를 얻어 프로젝트 동아리를 진행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A 식물 세 개에 천연계면활성제와 합성계면활성제, 물 세 가지를

식물에게 주입하여 성장 결과를 보아 그것을 통해 합성

계면활성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Q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셨나요?
A 비커를 활용하여 물과 계면활성제의 비율을 3:7로 맞춰 주입하였습니다.
Q 아니, 그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A 제공되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계면활성제 자체의 농도는 저희가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Q 자율동아리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하셨다고 했는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셨나요?
A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자율동아리의 모든 것을 진행하느라 전문적인 C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축약된 코딩 칩을
이용해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Q 자소서 3번에 전교부회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뽑힌 것 같나요?
A 아, 제 자랑 같지만 교우관계가 좋고 그다음 연설을 잘한 것 같습니다.
Q 연설을 어떻게 하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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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실 제가 1학년 때 한번 낙선을 했었는데 한 번의 무너짐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을 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Q 마지막 할 말 해주세요.
A 저는 제 진로가 웨어러블기기 개발자인 만큼 지능기전공학부라는 전공에 딱 맞는 학과를 찾게 되었을 때의 희열감은 제
가 잊지 못합니다. ---------...(기억안남) 감사합니다.

전

형

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실 안에 대략 8~9분에 맞춰져 있는 타이머가 배치되어있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8~9분이 지나면 타이머 소
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면접관님의 지시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은 지원학과에 관련된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지만, 꼼꼼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서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호텔 관광 외식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주세요.
A 저의 최종 목표는 관광 사회적기업가입니다. 저는 3년동안 관광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지속 가능
한 관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적 기업 관련 활동을 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사회적 기업은 주변과의 상생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이 매우 비슷함을 느꼈고 관광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호텔 관광 관련 전문 지식 뿐만아니라, 관광경영학을 배워야하는데 이
두가지 공부를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에서는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Q2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러한 4차 산업이 앞으로의 관광산업을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이라 생각하나요?
A 저는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아주 쉽게 소비자의 소비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고
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Q3

앱사용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이러한 앱사용이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앱 사용으로 보다 쉽고 빠르며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행사 투어 상품을 이용한 관광
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Q4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에서 특별히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A 저는 세종대학교 창업진흥경진대회와 스마트투어리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싶습니다. 우선 저의 꿈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는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저만의 상
품을 개발해 보는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종창업진흥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저만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활동
을 해보며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자질을 배우고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관계를 꾸준히 고
민해왔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해 볼 기회가 없어서 ...~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관광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고 또 받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하며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제가 만든 상품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장은 2개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면접 대기실에는 물과 초콜릿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조로 나뉘어서 1조 한 명,
2조 한 명이 각각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앞에 감독관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출하
셔야 합니다. 앞에는 면접관 2분이 앉아계시는데 두 분 다 노트북을 보고 계셨고 면접관이 앉으라고 하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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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 ∙

숙명여자대학교
전

형

숙명인재Ⅱ(면접형)

지 원 학 과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학과

면 접 방 법

8시~8시 30분까지 입실
9시까지 대기
9시부터 가번호 부여(접수 번호랑 상관 없음)
가번호 순서대로 대기하다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간 간격으로 면접실로 이동
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복 착용 금지, 대기실에서 자료 읽을 수 있음(면접실 앞에서 대기할 때는 안됨 이때는
화장실도 못감.), 물 필요하면 줌,
대기실에서 감독관과 함께 화장실 가는 것은 가능

질문 및 답변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로 인사했어요. 면접관님들께서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앉으라고 하셔서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고 교수님들께서 아침은 먹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삼각김밥 먹고 왔다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학생에게 삼각김밥은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라고 물어보시길래 당황..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친구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고 학생이 말할 수도 없어요. 면접 시작해도 될까요?’ 해서 ‘네!’라고
대답한 후 면접 시작했습니다.
Q 학생이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학과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A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음식을 조합해서 먹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새로운 조합을 친구들에게 알
려주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 3년을 생활하면서 러시아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3년 동안 러
시아의 많은 문화들을 배우면서 러시아의 요식업과 우리나라의 요식업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음식을 우리나라에 전파시키고 우리나라의 음식을 러시아에 전파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요?
A 학교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친구들과 평소에 러시아에 붕어빵을 팔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웃
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들 미소를 지으심.) 러시아는 추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빵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붕어빵
을 파는 것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성 상 잘 부합했기도 하고 러시아의 전통 음식 중 ‘블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블린에 잘 곁들여 먹는 캐비어, 연어알, 생크림이나 과일등을 우리나라의 붕어빵과 융합시켜 팔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사회문화 시간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론을 배우셨다고 생기부에 기재 되어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정의하시고 영남알프
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이 셋의 관점에서 설명해주세요.
A 기능론은 ~~, 갈등론은 ~~,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
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관광적인 목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입
니다. 이것을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적용해보면 ~~~~~~~~~~~~~~~~~~~~~~~~~.
(사실 기억 잘 안나서 최대한 기억 이끌어 올려서 대답해보았는데 교수님들 표정이 약간 음...하는 표정이라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Q 수학 시간에 큰 사이즈의 음료수와 작은 사이즈 음료수를 조사하면서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큰 사이즈의 음료수가 이
득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적혀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말고 마케팅적 관점에서 학생이 조사한 것과 반대로 결과가 나올 케이스가
있는지 말해주세요.(너무 당황해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하고 양해를 구해서 20~30초 정도 생각하고 답변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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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음료수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먹는 경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분들은 대체로 귀여운 캐릭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귀여운 캐릭터들로 작은 용기를 만들어서 마케팅하면 출근 시간 대에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말을 좀 더듬었음.) 어... 그리고 (약 5초간 정적) 간편하게 사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함.)
+) 그건 여성의 입장이고 남성의 입장에서 마케팅 해보실래요?
A 남성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자면, 남성들은 스포츠나 히어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작은 용기를 만들어
마케팅을 하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영어 시간에 sns마케팅에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나요?
A 저는 sns 마케팅을 sns 종류 별로 마케팅 방법을 나누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짧은 영상이나 사
진을 게시해 광고를 하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 스타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광고합니다. 이를 아까 제가 말한 작은 용기에
적용해보자면 페이스북에는 이미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용기로 짧은 영상이나 그림등을 게시하여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 스타들에게 용기(컵)을 협찬해주고 인스타 스타들의 얼굴과 함께 제품을 나오게 하여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 푸틴의 장기집권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푸틴의 장기집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수학
에는 다항식이나 방정식과 같은 수학 공식들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푸틴의 장기집권의 요인들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해보세요.
A (너무 당황함.... 생각지도 못한 질문,,,) 어... 푸틴의 장기집권의 요인들에는 푸틴의 강단과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설득력
그리고 예전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항식으로 다 더하면 푸틴의 장기집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A 네 맞습니다!
Q 시간이 2분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저는 숙명여대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외식경영론과 실습으로 요리를 배우면서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요식
업을 전파시키고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요식업을 전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LCB인의 밤(학과행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 웃으시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일어서서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옴.
교수님들 또 웃으시면서 대답해주심.

기타 유의사항
자신감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숙명여대가 압박면접과 꼬리질문, 심층면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질문이 어려워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도 말해야 해요. 생기부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자신의 생기부는 하나하나 다 뜯어보
고 다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숙명여대는 과목 간 융합, 확장적 사고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생기부들끼리 연결해보시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면 됩니다.

전

형

숙명인재Ⅱ(면접형)전형

지 원 학 과

법학과

면 접 방 법

15분동안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실시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해보세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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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점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공부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A 마르크스는 경제적 요인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정의했고 베버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사회 불평등 현
상을 정의했습니다.
Q 두 사람 중 누가 더 옳은 견해인 것 같나요?
A 저는 베버의 관점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국 사태와 같이 경제적 요인이 아닌 명예라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
인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베버의 관점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 요인은 결국에 경제적 요인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마르크스의 관점이 옳은 것 아닌가요?
A 과거에는 마르크스의 관점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경제에 의해 사회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가 원인이 되어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베버의 관점이 옳다
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인권 변호사라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나요?
A 저는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주여성과 같이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진 열악한 환경의 약자를 돕고 싶습니다.
Q 이주 여성들 중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최근에 신원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남편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영주민 신청,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
다. 남편의 도움 없이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특정 절차를 거치는 것 등으로
영주민 신청, 비자 발급이 되는 법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근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성매매를 생존권으로 인정해주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달라는 말이 있
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A 저는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매매를 본업으로 삼는 여성들 중에는 진정으로 성매매를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는 또 다른 생명에 대한 가치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A 저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사회 제도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서 다양한 고민을 한 후에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베이비 박스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세요.
A 저는 베이비 박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박스를 법에서 인정한다면 유아 유기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
니다. 또한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아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 차라리 아이
의 신원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방안이
있음에도 굳이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자소서에 님비 현상에 대해 썼는데 님비 현상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해당 지역에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혐오 시설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님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사유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인 해
결방안이 없을까요?
A 너무 어려운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입학해서 자세히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타 학과랑 같이 대기하고 화장실 자유롭게 못 가는 좀 딱딱한 분위기임. 생기부, 자소서에 있는 토론 주제들은 다 나온 것 같
음. 생기부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아닌 정말 몇 줄 안 되는 부분에서 물어봐서 살짝 당황함. 준비를 잘해야 할 듯. 거의 생
기부에서 질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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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숙명인재Ⅱ(면접형)

지 원 학 과

법학부

면 접 방 법

15분 면접, 2인 면접관, 생기부 및 자소서 중심 면접
대기실분위기: 면접 도와주시는 스탭 분들은 굉장히 건조... 화장실도 가번호 순서대로 다녀와서 더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ㅜㅜ
면접장분위기: 딱 들어가면 인사 같은 거 일절 안 받으시고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숙대면접은 정말정말 압
박면접으로 유명해요. 면접 비중이 큰 만큼 떨어뜨리려는 느낌? 수만휘에서 숙대 면접 보는 분이랑 재학생 합
해서 50명 있는 단톡 들어가니까 다들 우신 분도 많고... 준비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기본에 어려운
시사내용이나 용어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ex. 의류학과인데 gmo식품에 관한 입장을 물어봄/3초 안에 답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압박 줌

질문 및 답변
저는 여자 교수님 두 분, 문선영/정혜영 교수님이셨어요! (정혜영 교수님께 면접 본 사람들은 다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홍성수 교수님 나오셨대요.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전공 과목 중심의 질문이 들어
오는 것 같아요. 홍성수 교수님은 동성애, 페미니즘 꿰고 계셔서 그런 방면으로 모르고 있던 분은 엄청 어버버 하다 나오셨다고...
Q 숙대 처음 와 봐요?
A 지방에 살고 있어서 어제부터 와 있었습니다.
Q 지방이면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엄청 힘들었겠다.
A 아 괜찮습니다. 그만큼 오고 싶었던 학교라!
(+이때 말 끊으심... 컨셉인 듯. 후기보니까 숙대에 오고 싶은 이유로 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이걸 말했는데 ‘그럼 강
력한 힘이면 오고 싶지 않았겠네요?’하셨대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멘탈 정리해가요!)
Q 서울의 한 여고 쌍둥이 사건...ㅎ 이런 걸 계기로 꿈이 교사에서 변호사로 바뀐 건가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A 중학교 때부터 상담 동아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서 교육정책브리핑 활동으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교육 외에 어떤 분야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
하는 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의 반응에 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
고자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근데 3학년 때는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노동 관련 변호사로 관심 분야가 좁혀진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봐요.
A 저는 사실 특정 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는 하청 사회 책을 읽으
면서 느낀 점을 담은 인공지능시대의 문화지체현상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산재 책임에 관한 부분이 크게 와 닿아 관심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횡설수설...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진짜 압박감이 상당한 면접이었어요... 역대급)
+) 아 학생이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미래에 필요한 인문학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A 저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든 어떤 분야든 모든 일에 책임성에 관한 논란이 있
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은 그런 다양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미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추
상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이니까요.
+) 기준? 어떤 기준이 있어야하죠?
A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 인공지능은 사용자를 지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몇
명을 죽이든 간에 사용자가 살 확률이 높은 쪽을 자동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사용자, 인공지능 등 누
구에게 그 책임을 지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개발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출시된 지 하루 만에 폐기 처분되었
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 학습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인종 차별 주의자 등의 트윗이나 댓글을 학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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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 ∙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답변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ㅜㅜ 유럽에서도 논의하다 인공지능을 자율성 갖춘 존재로 규정한다 이 결
론만 내렸는데 말이죠... 진짜 깜짝 놀랄 질문들)
Q 학생이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은 걸 보면 엄청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가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발달할
수록 많은 교수님들이 변호사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저는 그럼에도 변호사가 대체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뢰를 쌓아 변론을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대
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ㅎ...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 사례 입력하면 바로 답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A 아... 하지만 IBM 왓슨 인공지능은 의사들에게 약물이나 사례를 빨리 제시해주고, 의사들이 그것들을 의논해서 치료 전
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역시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담 동아리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음.
Q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봐요.
A 인천 초등생 사건이나 중학생 집단 폭력 같은 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
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흉악범이 전체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고, 연령 하나를 바꾸려면 관련 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 전체 살인범도 인구에 비해 정말 적지 않아요? 법을 바꾸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법을 그대로 둔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데...?
A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네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한다면 저 또한 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청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A 아... 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면 얼마든지 변경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 시대가 뭔데요?
A 아무래도 흉악범이 늘어났다는 지표에 근거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차별 금지법을 대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흐름들도
변화한 시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 말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찬성입장이에요, 반대입장이에요?
A 제가 말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형사미성년자 하향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같은 기준이 있으니, 조
정될 수 있는 선에서 하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도 중요하지만, 1명당 200명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관찰관
의 할당량 문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향 찬반보다 어느 선까지 내릴지 기준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때부터 서러움+억울함+아쉬움폭발해서 눈물 맺혔어요ㅠㅠ 준비한 거랑 자소서 내용은 거의 묻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보니 정
혜영 교수님이 형법 전공... 교수님 전공 분야를 시험하듯 계속 질문하시니 정말 당시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
도 1학년 세특이라 진짜 구석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Q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소외 인간성 상실 이런 표현을 적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A 아,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vr을 예로 들면, 가상현실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을 말릴 수 없기 때문입니
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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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눈물 터짐. 2분 남았음을 알리는 노크 소리 들으면서 절박함이 터진 것 같아요... 주섬주섬 눈물 닦으면서 마무리함.) 죄송합니다.
＋）어 괜찮은데./ (갑자기 무서운 표정에서 해맑게 웃으심...) 지금까지 잘 해놓고 왜 울어요. ㅎㅎ
A 가상현실과 현실을 동일시하고 동화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성 상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무리. 교수님들도 넘어가는 분위기셨음. 진짜 울 거라곤 생각 못 하셨나봐요.)
Q 어제부터 와서 준비도 열심히 했을 텐데 하고 싶은 말 마무리해요. 괜찮아요.
A (+먼 산 한 번 보고 울면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말 못하면 끝이겠다 싶어서 진짜 억누르고 흑흑 대면서 말했어요. 다행
히 호흡이 떨리는 정도로 답변함.)
저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여성 법률 전문가를 육성하는 숙명여자 대학교에 꼭 오고 싶습니다. 과학과 기술 강의, 그리
고 최근 홍콩 사태에 관심이 많아 한반도에 들어선 아시아 인권 재판소를 상상하고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에 글로벌 리
더십 해외 봉사나 미국과 교류도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세계 시민 교육과 리더십 강의도 꼭 듣고 싶습니다.
(+진짜 말 못하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서 덧붙이고 덧붙여서 말했어요.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은 어필된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볼 때 시계랑 거울 꼭꼭 챙겨요! 여학생들은 특히 거울 없으면 자칫 얼굴에 뭐 발랐다가 대기실 열기로 화장 뜰 수도 있
고 얼굴 묻은 거 있는지, 묶은 머리는 괜찮은지 잘 확인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시계는 가번호가 몇 번이 될지 모
르니까 자기 대기시간 체크해서 들고 온 자료 볼 수 있게끔 꼭 챙기시길!
후기 들어보니까 듣고 싶은 강의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강의라고 말한 교수님도 있대요! 그래서 다른 거 말했
더니 그것도 그렇다고 하셨다는데... 강의 듣고 싶은 거 외우는 것두 혹시 모르니까 빡빡하게 외워가시구ㅜㅜ 무튼 여러분 숙대
면접 정말 정말 정말 빡세니까 멘탈 꽉 부여잡고 가시고 수만휘 들어가서 후기 다 챙겨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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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전

형

SSU미래인재

지 원 학 과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자신의 면접 차례를 기다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챙겨
온 인쇄물을 볼 수 있다.
면접 고사장은 3개 정도 있으며 자신의 차례가 되면 대학생 선배들이 불러줌

질문 및 답변
(면접 복장은 가벼운 정장에다 운동화를 신음)
Q1

건축학부 지원동기
A 어린 시절 삼촌께서 집을 손수 지으신 적이 있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건조하고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A 제 성적을 보시면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는 단
순히 문맥과 흐름을 가진 언어라고 생각하였고, 단순히 작품을 여러번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잘 오르지 않
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내신 국어의 경우 암기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도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3

자소서 4번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 이라고 적혀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A 최근 가족과 함께 휴양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작은 별장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었고, 다소 작아 보이는 별장
의 내부가 궁금하여 들어가 보니 외관과는 다르게 꽤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것은 별
장의 복층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대학에 진학하여 복층 구조 외에도 작은 공간에서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
조에 대하여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Q4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된 책
A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현대 건축을 바꾼 두 거장’입니다. 이 책은 미스 반 데 로에와 프랭크 로이드 라
이트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입니다. 낙
수장은 기존에 존재하던 하천의 흐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으며, 특히 건물 부지에 존재하던 큰 돌을 옮기지
않고 건물의 일부분에 포함시킨 것에서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5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되어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A 2학년 때 지역 대학에서 개최한 건축 디자인 탐구대회에 참가할 때 같은 팀에 있던 친구의 아버지께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여 그곳에 방문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여 모형 만들기, 모형 재료의 종류와 그것을 자르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6

미래의 건축은 어떤 모습일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A 최근 4차 산업의 영향으로 여러 곳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따라 반도체를 적
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들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7

최근에는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먼저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건축 전시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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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계획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존의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가 파괴될 수 있고, 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버벅거림)
+) 문화 파괴라고 말했는데 문화 파괴가 무엇인가?
A 거주자가 거주지를 잃거나, 고유한 문화유산등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뭔가 더 말했지만 횡설수설해
서 기억이 잘 안남)
Q8

마지막 할 말
A 제가 숭실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유명 잡지에 저의 건축물이 실리는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안내 조교 대학생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부정행위로부터 안전함

전

형

SSU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부

면 접 방 법

면접장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며 신분증 확인.
면접 전 대기실 분위기는 1번이라서 모르겠습니다.
3:1 면접 방식으로 남자교수님 2분이 계셨고 앞에 책상과 의자가 있음.

질문 및 답변
Q1

숭실대학교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학부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Q2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Q3

3D프린팅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이었고,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Q4

최근 건축물을 제거하고 다시 짓는 방법이 아니라 리노베이션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한 경향을 띄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5

그러한 경향을 가진 건축물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요?

Q6

성적추세가 보기가 좋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Q7

그 중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공부했나요?

Q8

마지막으로 할말?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이라 교복착용, 이름, 학교 언급 금지입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합니다.

전

형

SSU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조교님들이 가번호 부르면 대기실에서 나가 해당 면접 고사실 앞 에 준비된 의자
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앞 순서 학생 나오면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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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27호실 3개 방으로 나눠서 동시에 진행하였음.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진행하였음.
공지상 약10분이라고 되어있었지만 실제로 체감상 7~8분이었음.
면접관2명 지원자1명 2:1 면접 방식임.

질문 및 답변
Q1

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에 지원했어요?
A 저는 사람들이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글로벌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숭실대학교만의 ‘스타트

업 펌프 벤처 스튜디오’등 실습환경과 경영학뿐 아니라 학문 간의 경계를 넘는 융합전공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배울 수
커리큘럼은 저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서 ‘최우수대학’과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인 만큼 입학 후에는 이에 대한 지원과 실용적 배움의 스펙트럼이 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
로 여러 기업체들과의 마케팅 공모전을 매
Tip)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에서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특색 있는 활동을 직접 학교 홈페이지나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꼭
찾아서 자신이 이 학교와 학과에 대한 열정 가득함을 알려야함.
Q 굉장히 우리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온 것 같네요(웃음)
Q2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보다 스포츠 산업 시장의 발전 속도가

뒤처저 있는데 이것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답은 없으니까 지원자가 생각하는 거 말해주면 돼요~~
A 유럽, 미국 등과 같이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와
서야 개인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고,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의 증대로 스포츠라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Q 좋아요~
Q3

방송사들이 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주는 거예요?
A 스포츠라는 일종의 컨텐츠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해 볼래요?
A 스포츠, 미디어, 기업의 3각 구도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경기를 방송할 때 휴식 시간에 광고를 집
어넣어 기업에서 돈을 받습니다. 또한 경기장에 기업들의 로고가 새겨진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이것을 노출
시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러한 3각 구도 속에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Q4

일수벌금제에 관해 토론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뭐에요?
A 공평과 형평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른 실질적 평등에 다가가기 위한 법
적 제도이다~~

+) 만약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원씩 지출하다가 한 순간에 쫄딱 망했어, 그러면 내가 벌금 낼 때 많이 냈으니까 이제는
망했으니까 국가에서 최저시급이라든가 사회서비스부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A 당황하여 대답을 장황하게 함.
Q5

혹시 입학 후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논 거 있어요?
A MIS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학생회를 운영할 때에 전교회의 기록본, 활동 보고서, 활동 피드백, 학생 설문지 등 많은 자
료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엑셀, 구글 스프레드 시트, 구글 도큐먼트 등의 온라인 기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
지만 대부분을 손으로 직접 작성하거나 인쇄하여 파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경영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을 AI, Big Data,
Cloud 등의 수단으로 처리하는 MIS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경영학부에 입학하여 이에 대해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Q6

혹시 준비해왔는데 하지 못했던 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주세요.
A 교내 스포츠리그 개최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의 목표인 사람들이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여 보
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말함. 이것을 위해 숭실대 경영학부에서는 융합전공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이수 할 수 있는 커리큘
럼과의 시너지를 말하면서 입학의 포부를 드러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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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기타 유의사항
면접은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생기부, 자소서에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책과 참
고 자료들을 인터넷에 뒤져가며 박식한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면접 특성상 100을 준비해도 30밖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각 질문마다 대본을 작성하여 외우는 것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아야합니다.

전

형

SSU 미래인재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명과 학생 1명이 면접을 보는 형식. 블라인드 방식
면접 당일 가번호 부여받고 한명씩 진행.

질문 및 답변
Q 학생이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
A 저의 최종 목표는 경제정책전문가입니다. 저는 평소 사회이슈와 경제이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뉴스와
다큐멘터리, 신문기사를 즐겨보는 편인데 최근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쳐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제 제 주위
의 상점과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실직하여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
기도 하면서 경기불황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민생경제의 악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실용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해결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교내에서 학과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A 저는 앞서 말한, 한국의 경기불황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자율동아리로 경제심화탐구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일본의 버블경제에 대해 공부한 활동입니다. 1980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수
출 경쟁력이 떨어지자 많은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면서 일본에는 많은 부동산 버블이 생기게 되었고, 정부는 이
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버블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핀 결과 일본은 장기적인 불황인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한 사례를
보고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준비할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경제정
책이 미래 경제를 결정하니, 미래에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생각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Q 일본의 버블경제 당시의 개입된 일본의 정책을 말해보시오
A 당시의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의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버블이 생기게 되었던 일본은 이 버블을 유지하기 위
해 사람이 살지 않는곳에 도로와 항만 공항을 지으며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쓸데없는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Q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말해보시오
A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투기과열과 비정상적인 가격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실
시하여 선분양제를 통한 투기목적의 아파트 구입을 막고, 분양권을 구매하여 프리미엄을 붙이고 파는 행위를 막으면서
실거주목적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Q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가?
A 물론 후분양제 만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정책도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Q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현상이 일어날 건데 단점이 어떻겠는가?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공부를 통해 단점과 해결책을 공부하여 부족한 지식을 채워
나아가겠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또 펴야할 것 같나?
A 저는 후속 조치로 최근 정부에서 논의가 이어져 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후속 조치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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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A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자들의 이익을 줄이는 구조라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않
는 사태가 벌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분양가 상한제란 시장 가격을 정하는 행위인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A 맞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가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
서 통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Q 그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음.... (교수님이 10초 정도 후에 본인들도 이 문제의 해결책이 뭐가 맞고 틀린지 모른다며 단지 학생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봤다 하신후 시간이 다 되어 마지막 할말 하라고 하심)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저는 여기에 있는 어떤 지원자들보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향한 제 열정과 의지, 적극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숭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부동산 정책들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의 원인을 연구하고, 부족했던 지식을
채워 나아가면서 투기와 과열을 해결할 정책들을 펴는 경제학도가 될 것입니다. 이후의 제가 원하는 민생경제와 지역경
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랑스러운 숭실인이 되어 숭실대학교의 이름을 빛낼 인재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숭실대학교는 학교 바로 앞에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있으니 만약 면접을 보러 간다면 3번 출구로 가면 바로 정문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2. 학교가 생각보다 오르막길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자!
3.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서울 교통의 요지이자 중심이기에 많이 길이 막힌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입실 2시간 전에는 가서 학
교 캠퍼스를 구경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란다.

전

형

SSU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국문학과

면 접 방 법

과별로 지정된 대기실이 있음, 입실 시간에 맞추어 대기실로 입장
대기실에는 책상마다 수험번호와 이름이 붙어있어 확인하고 착석
입실이 완료되면 조교들이 전자기기를 모두 수거하고 30분 후에 첫 번째 순서부터 면접 시작. 입실 이후 본인
의 차례까지는 들고 온 자료(종이)를 볼 수 있음
대기실 옆 교실이 면접실이며, 면접관2 면접자1로 진행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수험생의 이름, 학교, 부모님 성함 등을 밝힐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자기소개 없이 시작)
Q 기본적인 부분 확인하면서 시작할게요, 3년 동안 진로희망이 국어교사였네요?
A 네.
Q 왜 국어교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A (진로희망의 이유 답변)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안남)
Q 혹시 학교생활을 하면서 갈등관리 경험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A 분리수거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반 학생들이 분리수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활동 답변(자소서 3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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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러면 만약 본인이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싶은지?
A (이후 질문과 이어져서 답변 전체 기록) 제가 1학년 때,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도 바로 답해
주시지 못하고 자료를 찾아본 뒤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교사가 된다면 항상 나도 모를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또 가끔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선생님
들께서 학생들과의 세대차이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언제나 학생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친구처럼 지내
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업 방식을 물어본 것 같은데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고 생각함)
Q 그 선생님께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물어봤나요?
A 우리가 ‘문득’을 발음할 때, 왜 ‘문뜩’으로 발음하게 되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Q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했나요?
A 네, ‘문득’과 ‘문뜩’은 다른 단어이고, ‘문뜩’이 ‘문득’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Q 그러면 ‘문득’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여기까지 꼬리질문이 이어질지 몰라서 당황) 어......,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웃으면서 넘어감, 아마 압박면접 하
려고 이어간 듯)
Q 혹시 학교생활 하면서 친구들하고 싸운 적은?
A 없습니다.
Q 그러면 뭐 갈등 해결하고 했던 경험은 있으면 말해주세요.
A (아까 했던 질문이라 약간 당황, 약간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졌다가 화해했던 이야기 함)
Q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건 다 끝났고요, 혹시 준비해 온 것이라든지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준비했던 자작시 낭송하고 끝냄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을 꽤 위협적으로 합니다. 면접관 분들이 웃으며 질문하시긴 하는데 압박감이 꽤 있습니다. 주로 전공 관련한 부분에서
꼬리질문이 나오는 것 같으니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과세특이나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진로나 인성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세특은 물어볼 수는 있으니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정도만 알아 두시고 교내활동에서 봉사 경험, 진로 관련 경험 위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음식물은 안 챙겨 줍니다. 오전 면접이 8시 30분까지 입실이니 아침을 챙겨 먹고 가세요.
대기 중에 화장실은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형

SSU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글로벌통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절차 : 대기실에서 번호를 받은 뒤 대기 , 두 개의 면접 실을 이용해 나누어 들어감.
면접 시간 : 면접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10분
면접위원수: 입학사정관 1명 학과 교수 1명 입학사정관은 전형적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압박질문을 주로 하고 교
수는 생기부 기반 전공과련 질문을 주로 함.

질문 및 답변
입학사정관이 점심과 날씨얘기를 하며 면접을 시작함.
Q 글로벌 통상학과로 진학 하려는 이유는 ? <입학사정관>
A 수출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많은 부분에서 수출 경쟁력을 잃어감 ㅡ> 저성장, 정체 시대를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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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함 ㅡ> 학교를 통해 이를 선도하는 사람이 되고싶음.
(답변에 대한 질문을 기대하고 답변했는데 추가질문은 없었음)
Q 통상과 무역에는 수학능력과 언어능력이 중요한데 이에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A 타인과 만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에 자신이 있어 언어와 소통에 상당한 능력이 있어 다양한 활동도 잘 해낼 수 있었다
생각하고 수학은 1학년 때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무역을 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뒤 수학성적을 1등급까지 올렸습니다.
Q 그런데 다시 3등급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네요. (웃으면서)
Q 학과 관련해서 알고있는 사회 이슈같은 것이 있을까요?
A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양 측에 부담을 싣는 치킨게임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에만 국한된 경쟁이 아닌 앞으로의 세계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보여
그 누구도 쉽게 무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미중무역전쟁에서 한국에게 오는 피해는 뭐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뉴스에서 숭실대 구기보 교수가 인터뷰 한 것을 보고 갔는데 면접장에 구기보 교수님이 앉아 계셔서 어필하고 답변함)
A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 구기보 교수님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웃음) 대한민국은 고래싸움에 낀 새우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에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이들이 무역전쟁으로 생산량을 줄인다면 우리나라로
부터의 수입자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과 우방을 유지해야 하면서 중국과는 인접해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가?
A 국경없는 의사회와 MOU를 체결한 경험이 가장 저를 성장시킨 경험인 것 같다. 학교 친구들을 설득해 프로젝트를 준비
하고 학생들에게 의미와 재미를 남겨줌과 동시에 이윤을 얻으면서 내년에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
고 추진하는 활동은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할 길을 보여준 활동이였습니다.
Q 그래서 장래에 되고싶은 게 뭔가 ?
A 저는 세계사회의 니즈를 해결하며 대한민국의 수출 판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한해 600만명씩
아사자가 발생하는 아프리카에 대한민국의 수출 과정을 수출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뛰
어들어 일하고 싶고
Q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A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있는 벤처연구소나 혹은 정부기관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부서를 편성하게 된다면
그에 속해 일해보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학과 교수님의 얼굴을 외우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니 훨씬 분위기도 좋고 마음이 편해졌음. 답변을
돌려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좋은 답변 방식이라 생각함.

전

형

SSU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금융학부

면 접 방 법

교수 2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 자신의 꿈과 연관 지어 지원동기와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 627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Q 평소 관심 있는 시사문제가 무엇인가?
Q 윤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Q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갑자기 후진국에서 철수한다면 후진국을 어떻게 해야 하나?
Q 만약 숭실대학교에 떨어지게 된다면?
Q 나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아라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 중 한명은 큰 질문만 하시고 나머지 한분은 꼬리질문, 추가 질문을 하며 압박을 했음

전

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학부

면 접 방 법

3:1 면접, 제한시간 10분, 서류 기반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네 저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2년 전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한창 대두되었을 때, 그에 관한 기사
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동시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흥미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마침 제가 보안기술 관련된 것을 좋아해서 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이
학교의 소프트웨어학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 (고민함)
Q 되게 간단한데, 거래내역들을 보호해주지요. 괜찮아요. 앞으로 배우면 돼요. 제가 태클 거는게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에요.
A 앗 넵,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좀 해서... 감사합니다!
Q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신가요?
A 동아리에서 아두이노와 EV3 로봇을 만든 적이 있었고, 또 저 혼자서 파이썬을 이용해 그래프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교과서를 보다보면 그래프들이 나와있는데, 이게 컴퓨터로 입력한 것일 텐데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를 찾아보았는데 공식을 대입하기만 하면 그래프를 띄워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그래프를 만들었나요?
A 일단 matplotlib과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둘을 불러내서, 이들을 간단한 이름으로 설
정을 한뒤, x값의 범위를 지정하고, 저는 y=x제곱 함수를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y의 값을 x제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런 뒤 그래프의 제목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불러오는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 그것들은 모두 혼자서 하신 건가요?
A 네, 저 혼자 궁금증이 생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 제일 쉬운 거를 하셨네요. 간단한거.
A 네, 혼자 하다보니까 파이썬이 가장 쉽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파이썬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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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체적으로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음...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회 일도 겸하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
진 것 같습니다.
Q 대학교 오면 더 할 일이 많은데...
A 그래도 새내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그래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A 제 전공 관련된 것, 제가 배우고 싶어 하던 것이니깐 고등학교 때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Q 교과목들 중 특히 좋아했던 과목이 무엇인가요?
A 저는 미적분이랑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물리는 일상생활의 운동들을 과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미적분은 물리에서 배운 것들, 예를 들어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 흥
미로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A 제가 <누워서 읽는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를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그 분의
한 일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분이 한 회사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서 이를 수행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감을
얼마 안 남기고 버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그를 잡는 디버깅 작업을 밤을 꼬박 새서 하셨다고 합니다. 마
침내 버그를 잡아냈을 때의 느낀 쾌감과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자주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지 않거나 로봇이 제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오류를 잡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오류를 잡아냈을 때는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습
니다. 이 덕분에 저는 프로그래밍에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프로그래밍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
람만이 이 학교에 와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네, 수고하셨습니다.
A 앗 벌써 끝났습니까? 이제 나가보면 됩니까?
Q 네
A 넵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나가려함)
Q 실제로는 버그 하루 만에 못 잡아요~ 막 일주일씩 걸리고 그래요~
A 아, 그렇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전자기기는 모두 제출합니다. 면접 관련 서류나 책들은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숭실대 이름이랑 면접 잘 보라는 멘트 적힌 생
수 줍니다. (TMI)
각자 가 번호 부여됩니다.

전

형

SW특기자 전형

지 원 학 과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수험생 1명
면접시간 1인당 대략 9분
휴대폰, 전자기기 제출하고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고사실에 들어가서 면접
면접 끝나면 인사 후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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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말해보세요
A 저는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진흥을 위해 기계적으로 우수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고교
1학년 때, 코딩이란 것을 접하게 되어 IT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는 스마트 팜 개발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Q2

1학년 때 동아리에서는 뭘 했습니까?
A 1학년 때에는 “윌사”라는 자연과학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물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아리 성격과는
맞지 않게 정부지원 사업으로 모든 동아리가 기초코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도 예외는 아니었고, 막막한 마
음으로 시작한 코딩수업이 생각보다 저의 적성에 잘 맞고, 무엇보다 “불가능 없이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코딩의 가능성을 보았기에 그 동아리는 제게 스마트 팜 개발자라는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3

3학년 때 동아리 활동하기 힘들었을텐데, 활동을 좀 했네요?
A 3학년 때에는 모두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대학입시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시기라고 다들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희는 대학 입시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IT에 관심이 있는 8명
의 학생을 모아 자율동아리를 창설하였고,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동아리원 전원이 다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
보단, 학교에서 전자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동아리가 존재했던지라,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니다. 저같은 경우는 스마트 팜 축소 모형을 만들어 감자를 재배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Q4

또 다른 활동이 있나요?
A 예, 공부 시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단순한 공부 시계가 아닌, 공부 누적 시간을 기록하
여 그 누적 시간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진 10대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공부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하여 스케치업과 심플리파이를 사용하여 시계의 본체를 출력하였고, ATmega328을 사용하는 PCB기판
을 설계하였으며, AVR스튜디오를 활용하여 ATmega328을 코딩하였습니다.

Q5

그렇다면 본인의 장점이 AVR, 3D모델링 이란 말이죠?
A 네 그렇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고교 1학년 때에 코딩을 접하고, 현재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좋아하던 코딩이었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워서 배우고, 스스로 실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엔 블록코딩만 할 줄 알던 프로그래밍 초
보가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AVR스튜디오로 8비트 펌웨어를 설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은 2년이지만, 대학
과정은 4년이나 됩니다. 예전처럼 스스로 하는 독학이 아닌, 숭실대의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배운다면 저는 더 놀라운 성
장을 하여 숭실대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되리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 많습니다.
휴대폰 및 전자기기 전부 압수한 상태로 15명이 한 명 한 명 9분씩 면접합니다.
인내심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차례라면 생기부만 보면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형

SSU미래인재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대기실 내에서는 바로 핸드폰을 끄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대기하여야 한다.
2. 앞번호가 끝나기 5분 전쯤 면접실 앞 의자에서 대기하라고 부른다. 대기실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3. 숭실대학교는 서울에 있으므로 오전 면접이 있는 학생들은 숙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면접 전날의
휴식은 아주 중요하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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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숙소가 대학교와 얼 만큼 가까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약 10분 거리
인 [릴 호텔]에서 잠을 자기로 정했다. 시설은 모두가 만족할 만큼 좋았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는 순간 담배 냄새
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팠다. 내가 지정받은 방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는 동안 정말 10번이나 깼다. 그 때문에 다음날 면접 대기실에서 피곤해서 졸리기
도 했다. 다른 지역이라서 그런지 면접이 불안해서 그런지 둘 중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 점 유의하도록 하자
4. 수험표, 신분증 안 가져와도 손들고 조교한테 말하면 쉽게 해결되는 일이다. 숭실대학교는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및 답변
면접 끝나자마자 후기 쓰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Q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
A 아침등굣길음악회 연주회입니다.
+) 왜 그 봉사활동이 인상 깊었나요?
A 아침에 피곤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며 응원을 작게나마 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Q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가 좋아서 외교관이라는 꿈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관제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언어를 통
해서 개인과 타국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 꿈이 생명과학 연구도 있는데?
A tv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보살펴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나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활동해보고 싶은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 그 관제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영문학과에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A 일단 관제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능력입니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 실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뿐만 아니라 공항
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타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기억나는 영어 작품이 있나요?
A 셰익스피어의 맥배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뭔가요?
A

맥배스가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동료 벤쿠오를 살해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Q 마지막 할 말 있나요?
A (준비하는 게 당연했던 것인데 설마 물어볼 줄 몰랐다.)
Q 그냥 끝내도 좋아요. 수고했어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 준비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든, 학원을 가든 할 테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긴장
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이 두 번째 면접이었는데 아무래도 수능 일주일 뒤에 면접이 있으니까 풀어져서
전보다 준비를 소홀히 했다. 하지만 긴장은 덜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술술 나왔고 이전보다 편하게 면접에 임했다. 면접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심신을 안정시켜 긴장을 최대한 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전

형

지 원 학 과

SSU미래인재전형
유기신소재・파이버 공학과
- 631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면 접 방 법

왼/오 2줄씩 앉아서 2방으로 나눠서 면접함
2:1 면접이고 거리는 한 3~4m정도라 잘 안들으면 목소리 안들림.
일부러 긴장 풀어주시려고 편하게 대해주시고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심.
대략 10분에서 13분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교수님을 Q1, Q2으로 구분함. 나이많으신 분 한분이랑 적으신분 한분 계심.
Q1

이야~ 오래기다렸죠? 지쳤을껀데 우리 빨리봅시다! 짧고 굵게!!!

Q1

음... 성적을 보니까 음.... 국어 수학 과학... 대체적으로 상승한다 그죠? 그러면 과학 탐구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아요?
A 물리,화학

Q1

오~ 여학생이 물리를 좋아하는 일은 정말 드문데, 그러면 탄소는 몇 족이예요?
A 14족

Q1

아이구 난 그걸 오늘 처음 알았네! 그나저나 내가 방금 질문을 하고 관련된 걸 안물어봐서 다시 돌아갈게요. 화학이 왜 좋아요?

Q1

그러면 물리는 왜 좋아해요?

Q2

물리 단원 중 에서 무슨 단원이 제일 좋아요?
A 신소재라고 대답, 그 외에는 열역학이나 양자역학이라고 말함.

Q2

그러면 물리에서는 신소재를 배울 때 어떤걸 배우나요?

Q1

1학년 때는 PD를 꿈꿨다 그죠? 왜 PD가 하고 싶었는데 연구자로 바뀐 걸까?

Q1

알겠어요, 이제 (Q2)교수 질문하세요.

Q2

음, 자소서에 CNT라던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설명해볼래요?
A 카이랄, 지그재그, 암체어형 설명

Q2

응? 3가지로 분류가 되나요? 내가 알기론 2가진데
A 제가 탐구할땐 3개로 배웠다. 집갈 때 찾아볼게요

Q2

아니야 우리가 배운게 달라서 내가 틀린 걸수도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4족이라서 최외각 전자가 4개잖아요? CNT에서는
결합이 어떻게 될까요?
A 3개 결합한다.

Q2

그럼 나머지 하나는?
A 자유전자로 존재하여 전기전도성을 만들어 낸다.

Q2

음.. 혹시 혼성오비탈 알아요?
A 네, 거점형에서 배웠습니다.

Q2

그러면 CNT에 적용된 혼성 오비탈은 뭔지 알아요?
A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기 까지만 했었습니다.

Q2

괜찮아요, 그럴려고 대학다니는거죠~!~!~!~!

Q1

음... 수상을 되게 많이했네~?! 근데 왜 수학 과학 관련된 수상은 없을까?
A 창의력이 나타나는 4D프레임 만들기 대회나 1인 1프로젝트에는 수상을 했지만 공부내용이 중요한 오딧세이는 수상이 적
었다. 입학하면 빡공하겠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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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그래요~ 어느학굔지 참 궁금하네 대회가 다 신기해!

Q1

이제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A 준비한거 말함.

Q1

그래요, 수고했어요~
A 안녕히 계세요!!

기타 유의사항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밥 든든히 먹고 들어가기! / 물은 더 달라고 하면 주니까 걱정 말고 긴장 풀기!
교수님들이 일부러 긴장 풀어주려고 장난도 치시니까 그냥 웃으세요.
형남공학관 입구 쪽 화장실이 더 가까움. 멀리가기 노노링
청심환 먹는건 좋은데 잠옴. 난 잤음. / 생각보다 대기시간 너무너무 길다.

전

형

SSU미래인재

지 원 학 과

의생명시스템학부

면 접 방 법

교수님 2명과 2:1 면접
소요시간 – 공식적으로 10분 (체감 상 5분, 시계가 없어서 진짜 5분이었을 수도 있음)
채점요소 – 서류기반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예상질문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생명과학 내용밖에 안 물어봄..)

질문 및 답변
Q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시죠??우선 자리에 앉으세요.
Q 저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
Q 저희 학과에서 ‘생물정보학’과 ‘유전체학’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 과목들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Q 생명체마다 유전자가 다 다른데 인간을 위한 연구에서 곤충이나 동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Q 사람 몸의 세포가 다 같을까요?
Q 그렇다면 왜 온몸의 세포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도록 분화될까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전

형

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학부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면접관 2분(교수님 1분 사정관 1분)과 학생 1명에서 이루어집니다.
(10분 내로 끝납니다. 10질문 가까이 하시는 듯)

질문 및 답변
Q1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 지원한 동기
A 어릴적부터 스티브잡스, 앨런 튜링과 같은 위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 막연히 IT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며 자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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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Anonymous라는 화이트해커 집단을 알게 되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안철수 교수님의 안철
수의 서재라는 책을 읽으며 IT분야 중에서도 정보보안이라는 학문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보안 전문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컴퓨터학과에 지원하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여러 대학들의 컴퓨터학과들을 찾아보다가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의 전신인 전산학과가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학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커리큘럼을 확인해 본 결과 타 대학들보다 체계적이였습니다. 특히 3학년 2학기 과정에
서 배우는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다른 대학 컴퓨터학과에서는 보통 4학년 때 포함되어 있는 정보보안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우 좋은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생기부 활동)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학교 포탈 앱 만들기”를 하였는데 학교 포탈 앱에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시
켰으며 디버깅 과정에서의 R파일 오류를 해결해 나갔던 과정을 자세하게 말해보세요.
A 컴퓨터 코딩에 관심있는 친구들 3명에서 함께 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앱을 만들어 보자고 하여 만들게 된 앱입니다. 평소
에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들은 가정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 게시판으로 전달되는 대회 공지는 소수의 학생들
밖에 알게 되지 못한다는 점이 불편한 것 같아 앱 내에서 가정통신문 기능, 공지사항 기능, 그리고 전교생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 등을 구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디버깅 과정에서의 R파일 오류는 R파일이 레이아웃들의 이름을 남길
때마다 생기는 주소들이 쌓이는 파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류가 처음 났을때, Activity의 클래스명에 대문자가 포함된
것이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고쳐도 해결이 되지 않아 오랜 시간 고민했었고 마침내 manifest에서 클래
스 명 앞에 온점이 포함되지 않아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하였을 때 허탈하면서도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3

c++언어와 파이썬의 차이는?
A c++언어는 c언어에서 좀 더 보완된 언어로써 객체 지향성이 추가된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최근에 배운 언어인데, 제가 사
용했을 때 느낌은 c나 c++언어보다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들이 많았고 좀 더 초심자용 컴퓨팅 언어같은 느낌이였습니다.

Q4

객체 지향성을 언급했는데 객체 지향이 무슨 말이냐
A 객체 지향성이란 컴퓨터 명령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닌 부분부분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5

포인터가 무었인지 혹시 아느냐
A 제가 아는 포인터란 어떠한 값의 주소를 저장하거나 변환시켜 주는 명령어로 알고 있습니다.

Q6

포인터가 사용되는 언어에는 무엇이 있는가?
A c,c++에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Q7

마지막으로 할 말은?
A 저는 제 고등학교 3년이 하고 싶은 공부와 해야 하는 공부 사이에서 갈등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컴퓨터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컴퓨터와 전혀 연관이 없는 학문들도 열심히 해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둘 다 병행하기가 매우 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 합격하게 된다면 그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되는 셈이니 마치 날개 달린 사자
처럼 열심히 컴퓨터 공부를 하여 우리나라 보안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실 제 수학, 과학 내신이 다른 내신에 비해 왜그렇게 낮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므로 넣지 않았습
니다. 일단 저는 인성 관련 질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공 관련 돌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컴퓨터학부 교수
님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생각보다 젊으시고 면접장 분위기도 괜찮고 긴장만 안 한다면 편하게 면접 볼 수 있습니다. 돌발 질문이
많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본인 전공에 관심이 있었다면 고등학생에게 딱히 까다롭지 않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진짜
꿀팁은 가장 첫 질문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가니 지원 동기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준
비해 가세요. 실전에서 첫 질문에 대답 유창하게 하고 시작하면 긴장도 풀리고 뒤에 나오는 돌발 질문들에도 뭐라도 말할 수 있
는 용기가 생깁니다.

형

SSU미래인재

지 원 학 과

평생교육학과

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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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1단계 통과한 15명 한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기다림.
1명당 3분정도 대기하고 7분정도는 면접 본 듯 함.

질문 및 답변
(면접관- Q, 답변자-A)
Q 긴장안했어요?
A 완전 긴장하다가 왔어요..
Q 허허 잘해봐요
A 넵!
Q 자소서에 보면 교육동아리에서 교육모형과 평가모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A (연구 동기부터 결론까지 세세히 말씀드림)
Q 자소서에서 식물을 선물했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던가요?
Q 반 분위기가 좋아졌을 것 같아요.
A 좋아졌다고 웃으며 말함.
Q 통학 시간이 굉장히 긴데 왜 이렇게 멀리 이사갔어요?
A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였음
Q 교육모형과 평가모형을 굳이 나눈 이유가 무엇이죠?
A (이때 엄청 당황했지만..근데 이때부터 진짜 내 생각을 똑바로 말했던것같아요) 교육을 하는 것은 주로 교수자 이라고 생각했
지만 평가하는 방식은 미래교육에서는 학습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으로 표현했습니다.
Q 평생교육이 세계교육의 일원이라고 자소서에 썼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평생교육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필요성을 느껴 현재 교육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되고있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교육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Q 교육 선진국은 무엇이죠?
A 배움이 열려있고, 원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우리나라는 교육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A 음...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Q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교육은 행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Q 행복한 학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아이들이 가고싶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Q 3년내내 교사를 희망했는데 평생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이건 생각해온 질문이여서 준비한대로 당당히 했습니다.)
Q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힘들지는 않았나요?
A (동생 가르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설명함. 진짜 생활을 다보여준 듯....)
Q 교수님 질문 끝났나요?
Q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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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꼬리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했어요. 마치 친한 선생님들과 대화하듯이? 예를들면 음 좋았겠어요~, 네 헤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하나 말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3년간 보고 느끼고 한거니까! 그렇게 진실로 진심으로만 답한다면 떨 걱정도 없
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유의사항
저는 진짜 질문이 자기소개서에서만 나와서 많이 당황했고 중간 중간 교수님들의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저도 덩달아 시무룩해 질
뻔했는데 그전에 선생님들과 모의수업에서 눈 잘 마주치고, 손 가지런히 모으고 웃으며 대답 기다리라는 조언을 받았어서 하나하
나 신경쓰면서 정신차리고 눈 크게뜨고 했어요. 표정은 정말 신경쓰실 필요 없으신 듯^^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 인사 깍듯이! 저는 전날에 교수님들은 문닫는 모습까지 보신다는 것을 봐서,, 정말 끝까지
웃으면서 문도 살며시 닫고왔어요.

전

형

특수교육대상자

지 원 학 과

행정학부

면 접 방 법

2명의 면접관과 10분동안 1대1로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 및 답변
Q 숭실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네 저는 국민들의 편리한 삶을 보장하는 청렴한 행정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동안 ‘우리집’이
라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계단 및 복도 식기구등 각종 봉사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
다. 그분들을 보며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해 헌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국민들의 복지증진
과 국가경쟁력향상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 훌륭한 행정공무원
이 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체계와 공공정
책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숭실대학교 행정학과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숭실대학교에 들어와서 계획과 졸업하고 나서의 하고 싶은 일 있어요?
A 네 숭실대학교 행정학과에 지원한 학생으로서 세워본 학업계획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행정학의 기초 전공 학습과 행정인
이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유능하신 교수님들 아래에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는 다양한 행정학의 종류에
대한 학습과 글로벌 시대인 만큼 소양을 갖추기 위해 토익만점을 목표로 영어에 대해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년 때는 제 꿈인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해 숭실대학교 행정학과의 교과과정 중 하나인 지방행정론과 도시행정론을 배우
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겠습니다. 4학년 때는 취직을 위한 공무원 시험 준비와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나가기 위해
대학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정책을 마련하
는 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Q 자기소개서에 ‘왕의 길’에 대해 작성되어 있는데 왕의 길에 대해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A 네 왕의 길은 행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모두 들어있는데 저는 이중에서도 무역과 상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편리를 보장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행정적인 측면에 흥미를 느껴 심층적으로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Q 자기소개서에 공공자전거와 같은 행정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자전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네 우선 공공자전건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놔두기에 분실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억지로 빼내려다 고장이나
손상이 되어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필요하기에 국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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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손상이나 분실 그리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법적제제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법적제제 말고 다른 행정방안은 없을까요?
A 네 저 역시 공공자전거에 대해 심화탐구를 해보았기 때문에 다른 행정방안 역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법적제제 말고
도 국민들이 자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손상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홍보를 하는 것 역시 또 하나
의 행정방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네 앞으로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일할 학생으로서 1897년에 설립되어 122년의 역사와 진리와 봉사를 바탕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숭실대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양하게 습득하여 앞으로의 삶에 있어 모든 국민들의 복지향상
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역시 꼼꼼하게 살펴보
아야 함.

전

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10분 간, 면접관 2: 학생 1 , 서류(자소서와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는?
A 내 꿈인 조향사가 되기 위해 화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화학물질을 다루는데 능숙해지기 위해 화공과에 지원했다 함.

Q2

성적이 하락한 이유는?
A 이과에 오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학습량에 부담을 느낌. 특히 수학을 감당하려 다른 과목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
다고 함.

Q3

화학과가 아닌 화공과를 선택한 이유는?
A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공학과 이학의 차이를 배우며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인 화공을 선택했다고 함.

+) 화학과와 화공과의 차이는?(이학과 공학의 차이는?)
A 이학은 좀 더 순수 학문이고 공학은 더 응용되고 실용적인 학문이라 함.
Q4

조향사와 화공과의 연관성은? (자신의 진로와 학과 관의 연관성)
A 향료를 추출하고 만드는 과정에 화학적인 과정들이 많음. 향료 추출법 중 대표적인 3가지(수증기 증류법, 압착법, 용매
추출법) 언급.

Q5

화장품에 관심이 많네요, 로션의 화학 성분을 3가지만 말해 보세요.
A 페녹시에탄올(방부제), 인공향료, 계면활성제

Q6

마지막으로 할말은?
A 숭실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설명, 학교 교육이념이나 인재상 언급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
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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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2.
3.
4.

화장은 삼가고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세요.
들어가고 나올 때 인사 잘하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중간에 막히더라도 차분히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중간에 한번 꼬였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도 그냥 자신 있게 말하세요. 면접 당시에는 그렇게 대처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전

형

SSU미래인재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과 2 : 지원자 1,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가족, 친척의 직분을 말하면 안되고 고등학교 명이나 이름, 수험번호를 말하면 안됨
생기부, 자소서, 전공관련 최근 이슈를 주로 물어봄
확인면접이므로 진실성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됨

질문 및 답변
Q1

학생 진로가 산업경영에서 화학공학자로 바뀐 것은 큰 변화인데 이유가 있나요?
A 기업을 운영하려면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화학에 관심이 생겨 화학적지식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술벤
처 기업가가 되고 싶음.

Q2

수학, 과학수상이 많지는 않은데 이유는?
A 저의 롤모델은 나노합성전문가이신 ‘구종민 박사님’입니다. 박사님께서는 ‘과학자의 기본자질은 인내와 성실이다.’라고 하
셨고 그래서 성실한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실관련 상이 많이 있습니다.

Q3

최근 이슈인 불화수소에 대해 말해주세요.
A 불화수소는 ~~~~ 에칭공정에 사용용되는 독성이 강한 부식성 기체입니다. 우리나라 불산은 웨이퍼표면에 실리콘(Si)가 옥
시데이션이되어 형성된 SIO2나 메탈오염 등의 불순물 등이 많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에서 양산기술과 고순도
생산기술을 배워서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Q4

차세대 반도체소재와 이차전지소재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자기적성질소자 MRAM이나 이차전지음극재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Q5

과학성적이 오르진 않고 유지만 되었는데 이유는?
A 저는 이론적인것에 대한 탐구나 실험을 좋아합니다. 2학년때 화학동아리장~~~~. 물리스터디~~~~. 성적이 향상되지는 않
았지만 실험탐구활동 등을 통해 화학, 물리에 대한 더운 깊은 관심,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할 말
A 저는 고등학교때 길러왔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지고 전공수업 고분자소재, 나노소재,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등 적
극, 성실히 학습해서 진리와 봉사를 추구하는 숭실대를 빛내는 미래인재공학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최선을 다하자.
생기부, 자소서 확인면접이므로 꼼꼼히 살피고 친구들과 모의면접을 해보자.
전공관련 최근 이슈를 꼼꼼히 대비하자.
블라인드 면접임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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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SSU미래인재

지 원 학 과

회계학과

면 접 방 법

2대1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긴장을 풀어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심 먹었냐, 학교는 둘러봤나 등등)
Q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꼼꼼한 회계업무능력으로 투자자들을 지켜주고, 완벽한 경영분석과 컨설팅으로 기업인들을 도와줌으
로써, 사회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계사가 되고 싶은 126번입니다.
Q 왜 숭실대학교에 지원했는지, 또 회계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계기 한 번 말해주세요.
A 네, 저는 회계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경영, 산업, 환경, 회계 등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화가 진행됨
에 따라 세계적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 생각이 학문적 융합, 세계적 소통을 중시하는 숭실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숭실대학교 회계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그럼 회계사를 꿈꾸게 된 계기는?
A 제가 2학년 때 학생회 총무부 차장 업무를 맡으며 주로 자료를 취합하고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의 일을 했는데, 그 중
축제 때 예산 관련 업무를 맡으며 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도 철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흥미가 있고 꼼꼼한 제 성격에 비추어 회계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회계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저의 집중력과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Q 자신이 끈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까요?
A 점심시간 종이 친 줄도 모르고 어려운 수학문제를 열중해서 풀다가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하
는 말에 정신 차리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내가 집중력이 강하고 어느 정도 끈기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Q 그 집중력이 단기적인 집중력인지 아님 장기적으로 강한 집중력인지?
A 잘 기억 안 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놓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활동이 뭔지?
A 수학동아리, 스포츠동아리 대답함.
Q 혹시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동아리활동 있나요?
A 회계사는 돈의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시사토론동아리를 운영하며 최저시급의 인상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고, 근 3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시급과
이에 따른 실업율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Q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서류와 말로 제 자신을 설명하고 꾸미는 것 보다는 내년에 학업에 정진
하는 모습 학교의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제가 회계사라는 직업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는지 얼마
나 성실한 학생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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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담임교사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2명 : 학생 4명
- 블라인드 면접(교복×)
- 면접 들어가기 전 12명(4명씩 1조)이 큰 교실에 모여 2분 동안 면접 질문 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짐

질문 및 답변
Q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대학교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요?
A 제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며 성취감을 느깨면서 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신라대학교의 ‘세계로 나아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해외 간호사
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신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Q 학교 생활 중 남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거나 부탁 받은 일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세요.
A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교장선생님 혹은 학년 부장선생님과 같이 높은 선생님들과의 면담이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 이어서 같은 부서의 부장선배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학생회 활동
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매번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직접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실이 잘 울려서 너무 큰소리 보다는 조곤조곤 말하는 것이 더 좋음(교수님들이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심.)
교수님들이 너무 착하심. 잘 웃어주심. 아이컨택 중요함.

전

형

일반고(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을 보기 전 강의실에 들어가 1분간 면접 질문을 보고, 앞의 면접이 끝나기 전까지 앉아서 면접 답변을 준
비한다. 앞의 면접이 끝나면 동시에 들어가며, 면접관 2분과 면접자 3명이 면접을 본다. 전공 적합성 질문 1개
와 인성 질문 1개가 주어진다.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선의를 행했던 경험과 피해를 줬던 경험을 말해 보시오.
A 나는 선의를 행했던 경험 한 가지를 말하고, 피해를 줬던 경험은 내가 선의를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으나 그것이 받는 사
람 입장에서는 선의가 아닌 피해였다고 말하고, 선의를 베풀 때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대화를 나눈 후 베
풀어야겠다고 말하였다.

Q2

학창시절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교과목과 싫어했던 교과목을 말해 보고, 대학 생활에 적용해 보시오.
A 이건 개인마다 다를 거라 생각, 싫어하는 교과목이라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힘들었던, 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시간이 약간 남아 3번째 질문도 하셨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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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자기소개와 다짐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면접실 분위기가 부드럽고 좋았던 것 같다. 너무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것을 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 들고 가야 한다. 적어도 40분 전에는 일찍 가는 걸 추천. 전자기기 사용 불가. 교복 착용 금지. 면접이 끝
난 후 간호사 실습 체험을 할 수 있음.

전

형

일반고(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강당 같은 곳에서 대기하며 휴대폰을 걷어갑니다. 20명 정도 불러서 대기실로 이동을 하고 그 대기실에서 기다
리고 있다가 또 몇 명씩 불러 다른 대기실로 이동하여 1분의 시간을 주고 면접을 보게 합니다. 다 보곤 3명씩
불러 대기 하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교수2, 학생3명으로 진행되고 앞에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아까 본 면접
질문종이가 붙어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남에게 선의를 베푼 적과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각각 말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각오를 말해보세요.
A 제 친구 두명이 서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 서로의 의션 충돌로 싸웠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 물어
보았고, 서로 좋아고 하여 자리를 마련해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지만 제 의도와 달리 서로 잘 해
결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이게 선의가 아닌 피해를 주었던 경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상대방을 먼
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며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2

가장 좋아했던 과목과 가장 싫어했던 과목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좋아했던 과목을 간호학과와 연관시켜 얘기해보세요.
A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유전자나 혈액형등과 같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흥미가 생겼고,
열심히
으로도
력하며
생각을

전

형

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거둔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가 싫어했던 과목은 국어입니다. 답변의 한 부분만
답이 바뀌는 과목이기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선생님께 풀이를 여쭤보고 오답노트를 만들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
보완해나갔습니다. 저는 간호학과인만큼 사람의 몸에 가장 밀접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던 과목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고(면접)전형

지 원 학 과

교육학과

면 접 방 법

그룹면접(지원자2 : 면접관2)

질문 및 답변
[ 전공적합성 문제 ]
Q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했을 때 전공(지원학부)에 도움이 되었나? 그리고~~학업계획은?
A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했을 때 드론공학자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꿈은 교육학 연구원인데 진로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을 듣고 21세기에 드론 선생님들을 배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융합하거나 하는 체계를 만드는 교육학 연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 인성 문제 ]
Q 공통조별과제를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조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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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실 저는 공통과제를 할 때 소극적이거나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많았는데
먼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친구에게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 다면 제가 60% 혹은 70%까지 그 친구의 몫
을 덜어주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유의사항
꿈꾸는 소나무를 말하지 못함. 말할 때 당황해서 ‘막, 그’이런 단어를 사용함.
전공적합성 문제에 답변을 한 뒤 교수님께서 ‘우리학과에 와서 교육공학자쪽으로 빠져도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교수님과
저와 이야기를 나눴음. 저는 ‘그렇군요, 추후 생각해보겠습니다.’이런 비슷한 답변을 함.

형

일반고(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문예창작비평학과

면 접 방 법

지원자 전원 1대기실에서 대기, 3명씩 한 조를 이루어 2대기실로 이동하게 되며, 면접 질문을 확인한 후 면접
관 두분과 면접을 진행함. (2:3)

전

질문 및 답변
Q1

고교재학 중 제일 좋아했던 교과와 제일 싫어했던 교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좋아하는 교과를 문예창작
비평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접목시켜 말해보세요.
A 제일 좋아했던 교과는 국어(문학)이고, 제일 싫어했던 교과는 수학입니다. 문제를 풀고 집중하는 건 나쁘지 않았으나 수
의 배열과 계산 공식 등이 제게 좀 버거웠습니다. 국어 지문에 있는 문장과 내용,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가는 일
이 즐거웠고, 그러한 글을 쓰고 싶어서 문예창작비평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지만 다소 얼버무리고
중복된 문장을 자주 사용했는데도 편안하게 잘 들어주셨음)

Q2

조별과제를 하는데 한명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지?
A 과제 할당량을 분배할 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팀원에게는 최대한 쉽고 간단한 역할로 배정, 제가 조금 더 많은 몫
을 맡거나 적극적인 팀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가급적 모든 팀원이 조별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팀원이 본인 몫을 진행해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유의사항만 잘 숙지해도 됨. 그리고 남자 교수님은 어느 정도 얼버무려도 인자한 표정으로 기다려주시는데 여자 교수님은
말 자주 더듬고 답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패스 시키신다. 약간 인상 찌푸리시면서… 하여간 교수님 표정을 잘 보고 굵고 짧게
답변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다.

전

형

일반고(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조별면접 (3~4명씩)
처음에는 4명씩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3명씩도 들어갔음

질문 및 답변
전공질문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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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로를 선택할 때 가치, 흥미, 적성, ** 등을 고려한다. 학과 진학 후 갖게 될 관련 직업을 가치론적으로 설명하시오. 아니면
흥미 적성 **을 고려하서 말해도 됨
A 유아교육과 진학 후 유치원 교사가 될텐데 유치원 교사는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누
구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사로서의 저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교사라
는 직업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할수 있고,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나 적성을 찾는다면
아이들의 꿈뿐만 아니라 나라에 흘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성질문
Q 친구와 싸우고 극복하기 의해 노력했던 점이 있나요? 싸운적이 없다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는?
A 저는 사소한? 사소하지 않은 일로 친구와 다툰적이 있습니다. 저는 2학년때 학급 반장선거를 나갔었습니다. 나갈때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소외되지 않는 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부반장이 되어서 소외되는 친구들을 많이 첑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저와 멀어지거나 소외받는 느낌이 들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대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소외된 친구들을 챙기면서도 친한 친구들과는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전

형

일반고(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일어교육학과

면 접 방 법

2대2 면접인데 마지막순서라서 2대1로 혼자 들어가서 면접함.

질문 및 답변
면접 전 긴장 푸는 질문 몇 개 하고 시작함.
Q1

우리학과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
A 원래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하던 중 고2 때 학교에서 일본어 수업을 하게 됐
고,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서 최근 들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중략)
그래서 좋아하는 언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고 그 지식들을 공유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일본어도 자격증 있어요?
A 지금은 5급 4급 있고 12월 1일에 3급 따러갑니다
∙ 다른 언어도 할 줄 알면 국제통상 같은 과를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A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
었습니다.
Q2

(공통질문인데 들어가기 5분전에 5분 동안만 질문을 보여줌)
학교에 중요한시험이 있는 날 아침 늦잠을 자서 지금 뛰어가도 늦은 시간이다. 근데 집 문 앞에 할머니가 쓰러져있다. 어
떻게 할 것인가?
A 저는 먼저 119를 부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을뿐더러 119를 부르는 것이 응급환자한테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119를 부르고 구급차가 올 때 까지만 기다린 다음에 바로 학교로 최대한 빨
리 뛰어갈 것 같습니다.

질문은 두개였고 꼬리질문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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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2대 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아주학교에 대한 느낌

Q2

성적추이(성적 하락의 이유)
A 저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당시 유행성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주말동안 입원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시험이었
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2학년 때보다 성적이 떨어졌지만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노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
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유전적 강화에 대한 토론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생명과학동아리와 연계하여 한 댓글 토론 및 토의 활동입니다. 생명과학동아리는 유전적 강화는 인간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 할 수 있는 생명공학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반면 사회토론 동아리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문
제와 특정기업의 이윤추구와 결합하여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전적 강화에 앞서
그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먼저 정비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4

경영과 관련하여 한 활동이 있다면??
A 체육복, 운동화 은행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복은행제도를 준비했습니다. 교복이 작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3학년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었을 뿐더러 1,2학년
과 3학년의 동복교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니즈파악의 중요성을 느꼈고 실패요인을 주력소비자층을 너무 넓은
그룹으로 지정했기 떄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생들을 주력 소비자층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 또
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체육복과 운동화를 생각해냈고
체육복 운동화 은행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Q5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가장 큰 경쟁력인가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 할 수 있나요??
A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에 더 쉽고 빠르게 진입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본문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 진입 후에도 자금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본은 당장으로써 큰 경쟁력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이 아이디어 발현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본이 경쟁력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정보사회에서의 중심이 되어 자본은 그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작
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 몇 가지 설명?)기업들이 자신들의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며 돈
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니도록,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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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큰 강당에서 기다린 후 조끼리 이동해서 대기실로 감
12분동안 자소서, 생기부에서 질문(생기부 질문 많음), 교수님 2명

질문 및 답변
Q 성적이 좋은데 2학년 2학기 때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래서 좌절했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해 3학년 1학
기에는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으로 역경극복상도 받으며 이겨냈다.
Q 꿈이 바뀌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A 이전의 꿈은 안전이란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장하고자 한다. 경영은 더 넓은 범위로 결핍을 찾아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기에 매력을 느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충족시킬 직업을 갖고 싶어 희망함.
Q 자신의 기업 제품이 썩 좋지 않은데 광고해야 한다면?
A 그 제품의 최대한 장점을 살린 광고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면 기업의 조직원에게 보완점을 찾고자 권유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길을 내고 싶음.
Q 2학년 과제연구에서 뭘 했는지? 경영과는 거리가 먼데 왜 이런 주제였나?
A 법과정치를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정치 참여와 인식을 비교함. 경영은 사회를 담았고 사회를 모르는 경영은
무너진다고 생각하여 사회를 알고자 하여 연구함.
Q 리더로서 자신이 한 활 동 중 기억에 남는 점은?
A 1학년 한 한급 한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끈 것. 친구들에게 역할을 배분하여 친구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음.
Q 교내 봉사가 많은데 힘든 점은?
A 체력적으로 힘들었음. 하지만 선생님과 일지를 만들어 역할을 나누며 힘든 점을 극복함.
Q 왜 하필 아주대인가?
A 아주대학교는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음.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국제 경영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해외까지 나아가 국제화시대에 맞는 경영을 하여 성장을 이끌고 싶어 지원함.
Q 국제경영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국가에서 하고 싶은가?
A 브라질이다. 우리나라와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함. 그렇기에 우리나라
를 알릴 광고를 만들어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음.
Q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과 이윤창출은 모순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광고를 만들고 싶다. 박카스의 광고를 보고 매우 인상 깊었음. 소방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분정도라는 걸 알려주며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올려준 것임. 더불어 에너지 음료로 힘을 준다는 내용으로 매출
도 올리는 그런 광고인데 이런 류의 광고를 만들고 싶음.

기타 유의사항
진짜 친절하심. 씩씩하게 인사했더니 보기좋다고 면접 시작 전에 오라고 하시더니 사탕까지 주심.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덜 긴
장함.
다른 대학 붙어도 꼭 아주대 오라고 하시며 대학교 어필도 해주심.
진짜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인사를 잘하면 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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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 , 블라인드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면 조가 정해져 있음 ( 학과 상관 없이), 조별로 입장하고 퇴장함

질문 및 답변
Q 대학 학과 지원동기 같이 말해주세요
A 그냥 학과 지원동기만 말함
Q 장하준 경제학 강의가 어떤 내용?
A 생각나는 대로 말함
Q 케인즈 일반이론에서 케인즈의 주장?
A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
Q 수학 성적이 좋은데 수학이 경제에 중요한 이유?
A 그래프 파악 할 때 유용
Q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순환 시키는지?
A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그러면 생산이 활발해짐
Q 한국구조적인 문제 관련된거 물어본거 같음
A 중소기업 문제를 하며 일본수출규제를 예로 들었음
Q 일본 수출규제의 원인
A 처음에는 역사적 문제를 들고 후에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들어 설명함
Q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나라가 받은 피해 (무역상으로)
A 반도체와 불매운동을 이야기함
Q 거점학교 다녔는데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A 환율변동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A 알아서 하면 됨
이외에도 추가질문이 2,3개 더 있었는데 기억 안남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이 말 끊어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냥 시간 없어서 그럼
수험표 안 가져가도 그곳에서 요청하면 출력해줌
면접 준비한 자료 가져가기 바람.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긴데 할 거 없음
간식은 그 곳에서 준비해주니 따로 챙길 필요 없음
면접 순서는 랜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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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 질문 및 심화내용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점심을 먹었습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한 질문인 듯)

Q2

상을 많이 받았던데 상을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생기부 관련내용으로 질문을 하였다)
A 수학주제발표대회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Q2-1 그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A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Q2-2 우수상이 그 대회에 최고 상입니까?
A 아니요. 최우수상이 있습니다.
Q2-3 최우수상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였는가?
A 사람 신체의 피 구조를 원통형으로 하여 구분구적법을 사용하여 피가 났을 때 출혈량을 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Q2-4 그 주제는 왜 최우수를 받았고 당신은 받지 못했습니까?
A 실생활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최우수를 받은 팀의 주제가 더 실생활적이었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수학적인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최우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나는 수학적인 내용을 대답한다고 다른 이야기는 못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의 질문도 가장기억에 남는 상과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하였다. 특정지어서 어떤 것이 궁금하여 묻는 한 면접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장에 들어가면 2명이 앉아있다. 교수님 한분과 입학사정관처럼 생기신 한분이 계신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내가 자기소개서에
쓴 것과 생기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면접장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명과 면접 /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것만 물어봄
어려운 심화적인 내용은 질문하지 않음

질문 및 답변
Q 여러 가지 수상 중에 기억에 남는 수상은 무엇입니까?
A 수학주제발표대회에서 특이한 차원을 지닌 초구, 시어핀스키 삼각형 등을 탐구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한 활동에서~ 라
고 대답함.
Q 여기서 말하는 초구는 무엇입니까?
A 초구는 (무엇 무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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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A 네. 차원을 좁은 영역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
Q 대회 수상 이후 그와 관련된 심화적인 탐구를 하셨나요?
A 아니오
Q 동아리에서는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PTF동아리에서 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3d큐브 만들기~
Q 그 활동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A (만들기)
Q 이제 10분이 거의 지난 것 같네요.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라고 대답함.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저희 면접관이 질문했으면 했는데 질문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A ~라고 대답함.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ACE전형)
기계공학과

질문 및 답변
Q1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A 가장 좋아하고 즐기면서 했던 과목은 물리였습니다. 물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일상생활에 어떠한 과학적 요소가 있는지
알아가면서 흥미를 느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를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리 실험’에 신청하여 이론
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해 보면서 흥미를 더 키워나아갔기 때문입니다.

Q2

물리단원 중에 가장 재밌었던 단원은?
A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은 상대성이론을 배우는 단원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이해하
다보니 이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단원이였으며 또한 영화를 보면서 상대성이론중 어떠한
부분이 적용됬는지 스스로 찾을수 있게 해주어 가장 재밌었었습니다.

Q3

자랑하고 싶은 상이 있나요?
A 가장 자랑 하고 싶은 상은 학업우수상입니다.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상은 ‘학업우수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저를
기쁘게 한 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성하게 해준 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학기 초 열심히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
고 그 목표를 이루어 받을 수 있었기에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을 받은 뒤 공부에 대한 자만심이 들게 하여
2학년 때 올라와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저를 생각했고, 다시 한 번 노력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해주어 다시 성적을 올리도록 해준 상이기에 반성하게 해준 상입니다.

Q4

물리실험과 지구과학실험외 다른 과학실험들은 참여한 게 없는데 과학실험이 없었나요?
A 교내에서 참여할수 있었던 실험은 이것뿐이 였기에 이 활동만 참여했습니다.

Q5

선도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Q6

다른 학교의 기계공학과도 많았는데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A 굳이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이유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한후에 기계 진
단 실험실, 자동제어 실험실 등.. 12가지에 이르는 실험실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며 또한 실험을 통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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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발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주대학교 A-FA라는 동아리에 들어가 직접 자동차를 설계 및 제작하면서 기계공
학자가 갖춰야할 능력을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기계공학자를 꿈꾸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저는 많은 기계공학분야중에서 특히 엔진과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항공기 가스터빈엔진을 국산화하는데 기여하
고 싶습니다. 그 출발을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셨는데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주세요.
Q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하여 양력을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Q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이 무엇인가요.
Q 기계 공학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요.
Q 복지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청소 말고 다른 활동 중에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Q 기계 공학과를 희망하면서 물리 2 과목은 이수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Q 자율교과 동아리 상이 있는 데 무슨 활동을 하면서 받았나요.
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생긴 갈등은 없나요.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문화콘텐츠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인이 1명의 지원자와 대면면접(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바로잡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자막디자이너가 되고싶은 ~~~입니다.
Q 자막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이유는?
A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서..이유는 자막디자이너는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에게 한글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임.
Q 어떤 스타일을 자막(편집 방식을) 좋아하는가?
A 키네틱 타이포 그래픽기법을 사용한 영상을 좋아함. 이유는 평소에 랩 힙합 시 같은 특별한 운율(박자)과 맞게 자막이 나
타나는 영상이 다채롭고 화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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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자막(방송)의 문제점과 가장 인상 깊었던 자막은?
A 문제점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사이트에서 욕설이 너무 난무함. 인상 깊었던 자막은 대답못함.
Q 가장 인상깊었던 교내활동은?
A WEDD(일본군‘위안부’할머니분들의 인식개선과 후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업)를 통해 위안부 할머님 분들도 우리와 같
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음.
Q 문화콘텐츠학과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과목은?
A 영상기호학(대중매체에서 소비자가 어떤 성향의 콘텐츠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학문)임. 이유는 평소에 방송부활동
이나 ucc대회와 같은 실전경험은 자주 쌓았지만 이론적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꼭 배우
고 싶었음.
Q 아주대학교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A 융복합트랙(미디어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의 공동프로젝트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 기업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 및
홍보하는 활동)에서 게임기업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초점으로한 게임을 제작하고 싶음. 이유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역사
를 게임을 통해 즐겁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
Q 역사에 초점을 맞춘 계기는?
A 평소에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자주 즐기면서 관심을 갖게 됨.

전

형

학생부종합(ACE 전형)

지 원 학 과

물리학과

면 접 방 법

여러 가지 다른 학과가 한조를 이루어 조 순서가 되면 면접 실 층으로 이동함
면접 실 앞에서 귀마개 꼽고 앞면접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
들어가서 2명의 면접관 (A ,B )과 한명의 학생이 면접을 봄 (12분)

질문 및 답변
Q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A 안녕하세요.
Q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A 4시간 기다렸어요.
Q 어이구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Q 자소서 보면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는데 동기나 이유 있나요?
A 자연계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과학입니다. 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화학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화학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고 물리 다
큐멘터리와 관련 도서를 보면서 그 중에서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 두 분야를 넘나들며 해석하는 물리학의 매력에 빠졌
습니다. 그 매력에서 찾은 꿈이 물리학자입니다.
Q 그렇군요. 1.2.3 학년 진로를 보면 화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같은데 혹시 화학이랑 물리의 차이점 설명할 수 있나요?
A 화학은 원자 이상을 다루고 물리는 그 이하를 다루는 것이 차이점인거 같습니다.
나머진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더 배우겠습니다.
Q 하하하 알겠어요. 혹시 재학 중에 했던 과학실험중에 전기모터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이 직접 모터를 만들어서 진행한건가
요 아님 실험 키트에 있는 모터를 사용한건가요?

울산광역시교육청

- 650 -

∙ 아주대 ∙

A 실험키트에 있는 모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Q 그럼 교외에서 모터를 직접 만들어 본적 있나요?
A 아니요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Q 좋아요 앞에 면접 한 학생들도 그런 경험은 없었다했어요. 아주대학교가 이런 실험 잘 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와서 해봐요.
Q 혹시 학교에서 반장이나 학교 임원 선도부등 으로 활동한 적 있나요?
A 네 반장과 선도부로 활동한 적 있습니다.
Q 아직도 머리 파마나 치마길이 같은 거 잡나요??
A 네 제가 선도부 활동할 땐 머리 교복 등 다 규칙에 안 맞으면 잡았습니다.
B교수가 A 바라보면서 : 30년이 지나도 이런 게 안 바뀌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수다 같
은 ? 걸 좀 많이 하셨음... 그래서 미소지으면서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음)
Q 시간이 다되어가는데 혹시 아주대학교에 궁금한 거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나요?
A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탐구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물리를 배울
때 이론을 외우고 문제 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이론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될지에 관한 생각을 하며 탐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저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인재로 성장해 나가
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네 알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미디어학과

면 접 방 법

한 공간에 95명이 있었고 조가 나누어져 있다. 이동 시 조별로 움직이고 마치고 나올 때도 같이 나온다. 같은
학과도 여러 고사장에서 동시에 면접을 해서 빠르게 진행된다.
2:1 블라인드 면접이며 12분 동안 진행된다. 시간이 다 되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고사장 앞에서는 면접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준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질문 및 답변
Q 아주대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A 아주대학교 입시설명회를 들었는데 ‘파란 학기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다는 점에서
오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Q 파란 학기제를 통해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요?
A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Q 진로희망이 공학자-컴퓨터그래픽 분야-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 바뀌었는데 이유?
A 2학년 때 자율동아리를 개설하여 컴퓨터 관련 활동을 진행하며 막연히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꿈에서 콘텐츠를 제작하
는 것으로 꿈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Q 자율동아리를 직접 개설했다고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나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두이노 드론을 조립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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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A 드론을 조립하고 처음 조종할 때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토의도 해보고 드론 교육
을 하시는 선생님의 블로그에 댓글로 질문을 하여 처음에 생략했던 소스코드를 컴파일하고 수평 값을 재설정하며 문제점
을 해결했습니다.
Q 봉사활동을 192시간으로 많이 한편인데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나요?
A 아동센터 봉사활동이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기억에 남는다.
Q (1학년 수학 독서) ‘수학 교과서, 영화에 딴지 걸다’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요?
A 영화 속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발견해내는 책입니다. 기억에 남는 내용은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인간의 평균 키
를 바탕으로 로봇의 크기를 구하면 엄청 큰 편인데 이런 로봇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에서 시그라프와 같은 학술대회에서 애니메이션 상영작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내
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답변을 짧게 하는 편이라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책도 한 권 골라서 질문하셔서 당황했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답변을 길
게 하면 너무 세세한 질문은 안 받을 것 같다.
사특에서는 질문을 하나도 안 받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은 꼭 나오는 것 같다. 기억에 남는 활동과 힘들었던 점에 대한 준
비는 필수인 것 같다.
인터넷에 후기글을 올리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하셨다.
면접관분들이 말을 경청해주시고 웃어주셔서 편하게 면접 볼 수 있었다.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사회학과

면 접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2분
(중년 남성과 여성 면접관님)
- 두 분이 골고루 질문을 하심. 미리 질문을 준비하시지 않은 신 것 같았음.

질문 및 답변
Q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면접 진행하겠습니다.(생기부 및 자기소개서 보심)
Q (진로)가 꿈이라고 써있네요. 이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학생이 어떻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Q 음, 그럼 이 직업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Q 대학교에 들어와서 실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혹시 국내에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서 활동하는 단체나 연구
소 아는 것 있나요? 혹은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연구소나 단체 있나요?
Q 아주대학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줬으면 하는가요? 혹은 아주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학업계획 알려주세요.
Q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Q 3학년 때 난민혐오와 관련하여 심화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Q 난민 혐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집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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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러면 국내에 난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연구소나 단체 아는 곳 있나요?
3-5가지 질문 및 꼬리 질문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다른 학과랑 단체로 이동해야 했기에 내가 면접이 끝나도 계단에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야 했음. 매우 편안하고 자유로운 면
접 분위기. 특히 여성 면접관님은 계속 웃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고개 끄덕여주심.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학과

면 접 방 법

2명의 면접관이 1명의 학생을 상대로 질문
블라인드면접으로 진행(이름, 학교, 가족관계, 지역, 수험번호등 언급불가)
수험표, 신분증 확인 후 가번호 배부
주의사항 안내당시 면접후기작성 지양해달라고 부탁함.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왼쪽엔 네트워크분야 여교수님(L), 오른쪽에는 정보통신대학장이신 교수님(R)이 계셨습니다.
면접자리에 의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책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ICE BREAK
1)L : 오늘 드레스코드는 그렇게? (흰 셔츠에 니트, 겉옷으로 검은색 코트, 청바지입고감)
2)L : 언제 아주대에 왔는지? (전날올라옴)
질문
Q 자기소개서에 많은 내용들을 열정적으로 적어 놨더라고. 그래도 내 귀로 직접한번 듣고 싶어? 아주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
기가 뭐야?
A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컴퓨터 공학자의 꿈을 품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를 다
양한 탐구활동과 교내활동들을 통해 데이터과학자의 꿈을 구체화 해 나갔습니다. 또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성취
해 나갈때와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일을 할 때 저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창업의 꿈 또한 갖게 되었습니
다. 이 꿈을 이루기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주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과거부터 컴퓨터 공학자라는 꿈을 갖고있었네? 그 때 생각했던 컴퓨터 공학자란 뭐야?
A 단순히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Q 처음엔 단순히 컴퓨터공학자에서 IT벤처 CEO, 그리고 3학년에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이런식으로 조금씩 꿈은 변했지만 같
은 분야에서 꿈을 찾아간거네?
A 예 그렇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꿈은 변함이없습니다.
Q 왜 창업을 하려하는 거야? 일반 회사에 들어갈 수 도 있잖아?
A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Q 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A 네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되더라도 다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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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동아리 활동도 했더라고?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을까?
A 교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U-20월드컵이 한창 인기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축구 동호회에 들지 못했거나, 오늘 하루만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플렛폼 기반의
축구 매칭 서비스를 기획했었습니다.
Q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네 이거 이미 시장에 있는거지?
A 네 존재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Q 그래 사전조사를 안하고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는건 말이 안되지(웃음) 그럼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창업재무내용같은 것들
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나?
A 저희 동아리에 재무쪽으로 꿈을 가진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재정적인 내용을 주로 맡았고
덕분에 저 또한 관련 독서와 자료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L, R교수님 두분끼리 대화하심 요즘 고등학생들이 대단하다는 내용)
Q 학교생활중에 봉사상, 성실상등 정말 많은 상을 받았어? 이유가 뭘까?
A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학생회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가 주축이 되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상인 것 같습니다.
Q (이질문을 살짝 잘못 이해한 것 같았음 가장 의미있는 상을 자랑해 보아라?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임)
A 수학주제발표상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속에서 실제 탄도학과 총알이 다르게 날아가는 것을 발견
하고 실제탄도와 다르게 프로그래밍한 이유가 있다고 추측하여 이를 연구하여 대회에서 소개했습니다. 또 이후에 열린
대회에서도 수학을 이용하여 3D프린터 출력물을 출력할 때 서포터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증명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2학
년때는 수학적 내용을 찾아내어 발표했다면 3학년에는 수학을 이용해 무언가를 증명해 낸 것이 제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Q 상을 받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추측하기에 그 상장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라 생각하는지?
A 그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넘어 갈 수 있었을 텐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 내는 능력과 이를 직접 탐구한
실천력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자소서에 CCTV를 이용해서 보도블럭 패턴인식을 통한 쓰레기 처리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설명좀 부
탁해도될까?
A 환경정화 봉사를 할 때마다 유난히 쓰레기가 많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환경과 녹색성장 시간에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장소를 다시 가 보았는데 바닥의 보도블럭이 반복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CCTV를 통해 인식하고 쓰레기가 그 패턴을 가리게 된다면 범인을 색출하려 했으나 초상권문제에
걸리게 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경보음을 울려 예방하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R 교수님으로부터 패턴이라는 단어선택에 대한 피드백을 받음)
Q 3D프린터로 청소노동자분에게 만들어 드린건 참 기특한 일이네. 설명해 줄 수 있을까?
A 제가 학생회임원이기도 하고 환경정화봉사활동으로 그 노고를 느껴보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 찾아보고 해 드린 일입니다. (노크소리 들림) 이분들과 고리의 모양이나 걸어둘 위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나가
며 이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Q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없어?
A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교수님들이 집에 보내지 않는다 라는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IT업계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계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계신곳에 제가 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꼭 아주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Q 수고했어요.
끝나고, 나가기전에 감사합니다. 인사 하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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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주의사항에는 대기시간동안 읽을 책거리만 가능하다 했는데 소극장에 있을 때 자소서랑 생기부를 보고 있던 사람이 많았음 (뭐
라하는 사람도 없었다)
- 수험표랑 신분증을 여러차례 확인함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소프트웨어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대기실에 지정된 좌석에서 앉아서 대기
2. 면접시작 시간 10분 전 면접 유의사항 및 이전 면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귀마개를 지급
(대기시간 중 면접 준비는 가능)
3. 신분 확인(수험표, 신분증) 후 12분 정도의 면접에 대해 설명
4. 면접이 2분 남았을 경우 밖에서의 면접 안내원이 문을 두드려 2분이 남았음을 알려줌
5. 면접은 2:1 블라인드 면접
6. 면접이 끝나면 면접실 앞의 소지품 들고 1층으로 간 후 끝

질문 및 답변
Q 아주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Q 아주대학교에서의 파란학기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Q 소프트웨어학과와 3D 프린팅의 연관성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이나 호기심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과목이 있었나요?
A 저는 물리2 과목과 기하와 벡터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과목들이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나요?
A 저는 물리2 과목에서 포물선 운동에 적용된 벡터 부분이 인상 깊었고 기하와 벡터에서는 3차원 공간을 도입했던 공간좌
표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Q 소프트웨어학과에서 3D 프린팅을 자세하게 배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따로 대비해둔 것이 있습니까?
A 아주대학교에서 특별한 점 중 하나인 파란학기제를 통하여 저 스스로 3D 프린팅에 대한 전공 수업을 진행하고 캡스톤
설계를 활용하여 전공 작품을 만들어 출품할 생각이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학과를 3D 프린팅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요?
A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프린팅 프로그램에서 extrude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3차원 도면에서의 구현과 달리 2차원 구현이
적용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 소프트웨어학과를 통해 프린팅의 다양한 옵션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저만의 획기
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프린터를 통해 인쇄하는 기술을 명칭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나요?
A 제가 추구하는 3D 프린팅 기술자는 단지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펼치는 다산형 인재입니다. 저
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가공 및 디자인을 진행하고 프린팅까지 전체적인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Q (2분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면접 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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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면접을 보기 전 대기시간에서 면접준비만 하더라도 백지상태가 되기 쉬운 것 같다. 면접연습만 하기보다는 긴장을 푸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면접 대기시간 당시 주변의 다른 면접 준비 학생과 친해지면서 긴장이 확실히 풀렸다.
시간이 정말 짧다. 12분이더라도 몇 개의 질문이 끝나면 면접이 마무리된다. 면접이 끝나고 실을 나올 때면 면접보다는 생활기록
부 및 내신성적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전공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및 코딩 프로그래밍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조심하고 준비했지만 오히려 소통능력과 잠재능력
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전

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지 원 학 과

환경안전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개인면접 (생활기록부, 자소서 기반 10분 면접)
면접시작 전 다른 학과 학생들도 한 장소에 모여서 설명 듣고 대기하다가 한 조씩 출발해서 면접 봄. 물과 간
단한 간식 제공해주고 면접 직전까지 준비해간 것들 볼 수 있음. 면접 직전에 문 앞에서 귀마개 나눠주고 끼고
있으라함.

질문 및 답변
(순서는 랜덤, 답변은 질문이 개인마다 다를 거니까 생략함.)
Q 지원동기가 무엇인가?
Q 1학년 때 진로희망이 ‘빅데이터 전문가’이다. 1학년 때 이런 직업을 알기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알게 됐나?
Q 봉사를 많이 했는데 (봉사 중 하나를 집어서)이것은 무슨 활동을 한 것인가?
Q 미적분 시간에 조사한 것 원리 좀 설명해보라
1.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지 말해봐라.
Q 영어시간에 영어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지금 영어로 재현해 줄 수 있나?
Q 기벡 시간에 조사한 기압경도력에 대해 설명해봐라.
Q (자소서에 ‘우리나라에선 태양광이 태풍땜에 발전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적어 놨었음)
1. 아직도 생각이 이렇다면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와 함께 부연 설명해줄 수 있겠나?
2. 그럼 미국과 일본도 태양광산업이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Q 평균과 중앙값, 분산의 정의를 말해봐라.
Q 아주대를 졸업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기타 유의사항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때 아주대가 수능(14일) 이틀 전(12일) 1차 발표, 수능 3일후 (17일) 면접이었음. 게다가 수능
다음 날 종합 두 개가 떨어져서 멘탈까지 놓아버림. 심지어 지방에 살아서 차타고 왕복 10시간 왔다 갔다 했음.
그래서 생기부랑 자소서만 계속 읽으면서 이걸 왜 했고, 느낀 점 간단하게 생각했고, 면접 들어갈 때는 자신감만 잔뜩 들고 들
어가서 준비를 별로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는 면접을 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멘탈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면접 봐야함. 아주대는 거의 대부분 자소서랑 생기부 기반이니까 꼼꼼히 읽고 가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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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

연세대학교
전

형

면접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1차 : 제시문 기반 면접
- 준비시간 5분 -> 면접시간 7분 진행
* 7분 엄수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필수임
2차 : 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 준비시간 : 없음 / 면접시간 7분 진행
*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물어보는 것은 연세대의 특징인거 같음. 1분 정도 할 말을 준비해서 가는게 좋을 듯

질문 및 답변
1차 면접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음... 기억나는 문제는
Q t유전자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의적으로 설명하시오.
A t 호르몬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 행동이 야기되므로 t 호르몬과
는 무관하다 대답하였음
2차 면접
생기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가도록.
Q 블록체인 동아리에서 이더리움에 대해 실습을 하였다. 그 이유는?
A 이더리움은 오픈소스 형식에다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학생인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였다.
Q 비즈니스 블록체인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A 블록체인 동아리 구성원들은 모두 이과였다. 상경계열을 진로로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서 관련된 책을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었다.
Q 중국 문화에서 공유경제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설명해달라
A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맞는 경제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허술함이 드러나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Q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공유경제의 비교 해본적이 있나? 있으면 대답해달라.
A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관리적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
음. 하지만 한국은 현재 공유경제 산업에 대해 규제가 있기 떄문에 아직 까지 완전히 비교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을 하였다.
Q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A 나는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프로덕트 매
니저로서 사회로 진출하여 경험을 쌓을 것이다. 특히 이곳 연세대학교의 ODI라는 세부과정은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량을
키우고 또한 CL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자의 자질을 키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경영연구소 4차산업혁명 플
랫폼 연구에 매력을 느껴 공부해보고 싶다.
합격한다면 연고전에 참여하여 대학 생활을 즐겨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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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괜히 긴장하면 할 말도 못하고 나온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긴 하지만 연세대를 지원할 정도의 실력을 가
진 학생이 어렵다면 대부분 어렵다고 느낌.
제시문 면접 준비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파악과 답에 대한 생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서 난이도가 최상급임.

전

형

면접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1단계 : 제시문 면접
제시문 숙독(5분) → 앞 친구 나올 때까지 대기 → 제시문 면접(7분)
2단계 : 활동기반 면접
앞 친구 나올 때까지 대기 → 활동기반 면접(7분)
- 생기부를 인쇄해서 제본해서 큰 파일을 만들었더군. “이런 활동했는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봄. 연세대는 면
접관님들이 주도하는 느낌이었음.

질문 및 답변
1단계 : 제시문 면접
제시문 숙독 5분은 진짜 심했다고 봄. 시간 더 줬어야 했음.
들어가서 앉고 나서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라고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심. 성격이 급한 나는 문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냥 바로 시작함. 부디 후배님들은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끝나니까, 제시문 관련 질문은 없이 바로 내 전공 관련해서 기본 질문(왜 경영학과니?, 한 질문은 기억이 안 남)을 하심.
2단계 : 활동기반 면접
먼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답변을 끊을 수도 있다고 양해 구하심. 면접관님 두 분이셨음.
각각 Q1, Q2로 하겠음.
Q2

기다리느라 힘들었죠? 지루하진 않았어요?
A 아니요,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함. (면접관님들이 더 힘들어보이심...ㅠㅠ 애잔ㅠㅠ)

Q1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라는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Q1

사회적기업의 정의?

Q1

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죠? 국가가 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려서 그걸로 환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Q2

국어 과제연구 ‘핀테크’ 관련 연구를 13명이서 했는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나요?
A 생기부가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면접관님이 잘못 이해하심. 13명은 그 국어 과제연구 수업을 함께 한 친구들이고, ‘핀테
크’ 관련 연구는 나 혼자 했음. 수업 이름이 국어과제연구인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심. 그래서 수업 취지 말씀
드리고 국어 선생님이셔서 국어과제연구인 것 같다고 말씀드림.

Q2

확률과 통계 세특에 ‘여론조사에서 찾은 통계의 허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허점을 찾았나요?

Q2

책 ‘편의점에서 찾은 수학’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Q2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면접 전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안내 사항 듣고 한 30분 잠. 자는 애들 꽤 있었음. 안내해주시는 분이 많이 기다릴 거라고 힘
들 거라고 미안해하면서 말함. 연세대는 화장실 이용이 자유로웠음. 근데 자기 순서 되기 전에만 앉아있으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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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

전

형

지 원 학 과

면접형
경제학과

질문 및 답변
1번방
(제시문 숙지실에서 패닉상태에 빠진 관계로 뭐라 말할지 준비도 못하고 들어갔다가 망함.)
Q 준비되면 시작하시죠
A 네 우선 T호르몬은...(내가 그래프 잘못 해석해가지고 1~2분 정도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가 면접관이 그
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달라고 해서 제시문을 잠깐 다시 읽어봤는데 그제서야 내가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뒤
늦게 결론을 똑바로 말함. 대신 피상적인 결론만 말했지 내 경험을 덧붙인다던가 관련 책을 언급한다던가 뭔가 남들과
차이를 벌릴만한 무언가는 한 개도 말 못함.)
Q 경제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세요(아마 제시문에 관련해서는 나하고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느낀 듯)
A 우선 제 신념은 국가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 신념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경제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6년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한 후 중국이 경제보복을 단행한 이후부터
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우선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무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무
역이 국가 간 우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선 경제학과에 들어와 경제를 전공하고 그중에서도 국제경제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에 지원했
습니다.
Q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어요?
A 네 마지막으로 다른 대학이 아닌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사촌누나가 있습니다. 항상 모범
적인 생활을 하였기에 제 마음속에 언제나 모범생의 이미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누나가 연세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린 마음에 연세대학교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그 후 저 역시 연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정진했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고교시절동안 동기나 후배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모범생의 이
미지로 삼고 있는 후배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세대학교에 진학하여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원동
력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꼭 이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느낀점
솔직히 긴장한 상태에서 5분만에 제시문을 완벽히 숙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5분동안 자기가 말할 거를 다 준비해간다고 생각하
기 보다는 대략적인 내용파악만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순간적인 재치와 순발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것밖에 팁을 못주겠음.
2번방
Q 국제통상전문가를 진로로 하고 있네요 존경하는 국제통상전문가가 있나요?
A 음 딱히 존경하는 분은 없..(이때 엄청 긴장해서 이상한 소리함)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WTO에서 답하
다 국제통상전문가 김의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를 통해 김의기 국제통상전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Q 국제통상전문가를 희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A 통상을 통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국가 간 우호관계 수립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Q 국익에 이바지한다.. 국익추구를 하기 전에 뭔가 전제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국익추구, 전제, 빠졌다 이렇게 3개 단어는
확실히 기억나는데 전체는 기억이 잘 안남)
A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을 통해 부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미국 경제전쟁의 역사에 대해 공부했는데 조사방법, 내용,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A 네 우선 저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의 에너지 전쟁에 중점을 두고 탐구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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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쟁 시나리오’(책 제목도 갑자기 생각이 않나서 이상하게 말한 듯)를 3번 정도 정독하고 관련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
는 방식으로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총 4차에 걸친 에너지 전쟁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관련 내용을 담
은 논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조사를 진행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서
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심화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Q ‘대한민국산업현황과 활로’를 주제로 과제연구를 했네요. 내용이 뭐였죠?
A 우선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8개로 나누어 각각의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제 고장의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
에 그중에서도 조선과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탐구했습니다. 탐구 결과 조선업의 경우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원인이 조선
업의 주 수출품인 LNG선 등의 전세계적 수요가 줄어들었고 2016년을 기점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
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 부진의 해결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지원을 통한 기반산업 재활성화가 있고 단기
적으로는 기반산업 부진에 따른 실업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Q ‘인간의 경제학’을 읽었네요?(면접관 중에 면접 내내 한번도 고개 안들고 밑에만 보고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들고 관심을
표함) 내용 말해볼래요?
A 네 저는 인간의 경제학을 읽고 인상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체계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누어 설
명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1은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고 시스템 2는 수학문제
를 푸는 것처럼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하는 활동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시스템 2보다는 시스템 1을 실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스템 1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Q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있으면 하세요
A 네 마지막으로 다른 대학이 아닌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사촌누나가 있습니다. 항상 모범
적인 생활을 하였기에 제 마음속에 언제나 모범생의 이미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누나가 연세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린 마음에 연세대학교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그 후 저 역시 연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정진했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되었습니다. 저 역시
고교시절동안 동기나 후배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모범생의 이미지로
삼고 있는 후배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세대학교에 진학하여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원동력이 되
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꼭 이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느낀 점
올해만 그런거 일수도 있지만 자소서는 면접관들이 아예 보지도 않았고 생기부만 보고 질문함. 생기부 중에서도 세특 구석구석
에 있는 내용만 질문함. 사실 검증이 목적인 듯

전

형

특기자전형(어문학인재)

지 원 학 과

노어노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면접시간 약 8분(으로 안내되긴 했으나 약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음)
조별로 나누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가 오면 중간 대기실로 이동. 중간 대기실에서 순서가 되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해서 대기. 이후 앞 순서 면접이 끝나면 약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면접실로 입실.

질문 및 답변
여자 면접관분은 ‘여’, 남자 면접관분은 ‘남’, 저는 ‘나’라고 표시해놓을게요!
(질문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나는 질문만 적어놓을게요)
Q 오래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A 아, 아닙니다. (이러고 무슨 말을 했었는데 기억 삭제...)
Q 그러면 이제 면접 시작할게요~
A 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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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기부에 보면 진로가 문화콘텐츠 제작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노어노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줄래요?
A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러시아 문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현대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료의 양이 너무나 적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러시
아에 대한 저의 지식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어노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희망 진로가 문화콘텐츠 제작자이다 보니
한국의 문화콘텐츠, 특히 드라마에 대해 많은 탐구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에서는 러시아인이 악역으로 나오는 경우
를 꽤 볼 수 있었습니다.
Q 아, 한국드라마에서요?
A 네! ‘열혈사제’나 ‘킬잇’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러시아인이 악역으로 나오는 드라마의 예시입니다
Q (두 분 다 ‘오호’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음)
A 이를 통해 저는 아직 한국인들이 러시아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어노문학과에 입
학하여 러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노어노문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문화콘텐츠를 통해 러시아 문화를 한국에, 한국의 문화를 러시아에 알리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러시아 문화의
매력 포인트와 한국 문화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요?
A (음... 이거 진짜 대답이 기억 안 나는데, 러시아 매력 포인트 대답할 때는 차이콥스키랑 쇼스타코비치 언급했었고, 한국
매력 포인트 말할 때는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언급했던 거는 기억이 난다...)
Q 러시아어회화2에서 구소련 붕괴 이후를 러시아의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는 시기로 규정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A 구소련 붕괴 이후 푸틴이 장기간 정권을 잡으며 푸틴에 반대하는 ‘반푸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에 나가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외국으로 나가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
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때문에 구소련 붕괴 이후의 시기를 정체성 혼란의 시기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음)
Q 러시아 영화감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문화적 혼혈인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A (‘세계화로 인해서 한 나라에 하나의 문화만 존재하지 않는다. 다문화 사회가 보편화 되고 있는 시대다. 그러므로 한 사
람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 때문에 문화적으로 여러 관점과 시선,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 이를 여러 사람
과 나누게 된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감독들도 이런 양상을 보였고 그래서 문화적 혼혈인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맥
락으로 대답했었어요!)
Q 패션 디자이너 얘기도 있네요? 패션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 처음부터 패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대해 알아보면서 러시아가 패션 쪽
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회로 열렸다는 것
을 알게 되며 패션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Q 자소서에 보면 ‘밑바닥에서’를 UCC로 제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관점을 표현했나요?
A 처음에 영상 제작을 위해 이 희곡을 읽었을 때는 제목처럼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시 꼼꼼히 읽었고, 이를 통해 작가가 하고
자 했던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희망은 있고,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
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작가의 의도였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시작에는 모든 역할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루카를 만난 후인 후반부에는 조금씩 미소를 띠고 있도록 촬영을 했습니다.
Q 할리우드에서 만들었었던 영화 ‘안나 카레니나’를 보고, 이를 원작과 비교한 감상문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교했었나요?
A 2012년에 만들어졌었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연극식’ 연출이었습니다. 연극식 연출을 통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죽
는 모든 사람의 삶이 연극과 같다는 톨스토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연출했다고 작성했었습니다.
Q 그러면 영화가 원작을 기반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A 연출적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안나’라는 캐릭터가 조금은 귀엽게 표현이 됐었던 반면 영화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을 놓친 것이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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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옴)

기타 유의사항
진로가 만약에 지원학과랑 다르다면 무조건 준비해가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건 다 잘 준비할 거 같지만 예상
문제는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더 좋아요.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했던 거 응용해서 답변 만들어내면 되니까!
평소에 말 빠른 사람들은 꼭 느리게 하는 습관 연습하고 가세요!
긴장 많이 하는 분들은 청심환 먹고 가는 걸 추천할게요. 저는 긴장을 다른 친구들보다 심하게 하는 편이라 대기실 들어가기
전에 건물 앞에서 마시고 들어갔는데, 확실히 긴장이 덜 됐었어요. 아, 그리고 청심환 면접 전에 테스트는 꼭 해보고 자기랑 잘
맞는다면 먹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기시간이 저처럼 엄청 길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세요... 안 먹으면 면접 때 힘들어요. 대기실
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먹기 힘들어요.

전

형

특기자전형(국제인재)

지 원 학 과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면 접 방 법

1) 12시 건물 출입문 개방
2) 출입구에서 신분증, 수험표 확인 후 지정 대기실로 이동, 좌석배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종이 배부, 명찰
수령
3) 지정 대기실 이동 완료 후 대기
4) 면접 준비실 이동 후 대기: 신분증 확인 2
5) 면접 준비(20분): 면접 준비는 상황에 따라 바로 할 수도 있고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해야
하는 경우이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는 주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6) 면접장 앞 대기: 신분증 확인 3/ 면접장 문 바로 옆에 의자가 하나 마련되어 있다. 그 옆에 계시는 진행
요원분이 명찰에 가릴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신다. 역시 상황에 따라 조금 기다릴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7) 면접(10분)

질문 및 답변
*꼭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고, 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제의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과의 어느 부분을 활용해 문제를 만드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교과서 개념 숙지를 넘어 사고를 어떻게 확장해나가야 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쓸데없는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이는 면접 준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시사 문제, 우리 주변 삶에 연계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어 공부하는 또다른 이유를 발견하는, 좋은 동
기 부여책이라고 생각합니다.:D)
*답변은 영어로 뭐라고 말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나지 않고, 억지로 영어를 욱여넣는 것보다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적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면접실 입실)
나: (노크하고 들어감)
교수님들: (밝게 맞아주심)
나: (활짝 웃으며) Hello! Good evening~!!
교수님1: Please take a seat.
나: Thank you. (자리에 앉음)
교수님2: How do you feel today?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음)
교수님1: Okay. You can start when you’re ready.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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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작하겠다고 함)
Q1-1
A 제시문 1(이하 제1)의 글쓴이는 인간은 권력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작가는 정신이 몸을 지배한
다고 말하며 안정감을 느낄 필요성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길들여진 동물들이 느끼는 안정감을 그 예로 제시하며 안정
감은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제1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로 글쓴이의 입장에 반대할 것이다. 첫째, 제1의 주장은 독재
정권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글쓴이는 인간은 권력에 의해 길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구체적인 경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독제 정치까지도 글쓴이의 주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둘째, 글쓴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
하지 않았다. 윗글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길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간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쓴이는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Q1-2
A 만약 내가 작가의 입장에서 타인을 설득해야 한다면, 나는 존 로크의 사상을 사용해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존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 사회를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보았고(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 말을 영어로 표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다..), 그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러한 로크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며, 현재 상황의 예시로는 쿠르드족을 들어 국가가 없는 민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
며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쿠르드족이 현재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 중에는 하나의 중앙 권력이 만들어지지 못한 탓
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2-1
A 제시문 2(이하 제2)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짜 뉴스’를 들 수 있다. 언론의 ‘제4권’이라고 불릴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느라 자극적인 제목
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등 내용보다는 클릭 수에 대해 경쟁하며, 내용이 입증된 정보전달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
려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탈진실(post-truth)’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Q2-2
A 제1과 제2의 공통점은 권력으로 사람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글 모두에서 감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1에서는 정신(이것을 감정으로도 구부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이 신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제2에 대해서는 앞서 예시로
든 ‘가짜 뉴스’와 ‘탈진실’과 같이 대중의 감정을 이용해 생각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제1에서는 권력의 대중을 길들이는 것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화하고 있다면, 제2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길들이기가 일어날지 묘사하고 있다. 나는 제2를 제1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보
았다.
Q3
A 안정된 사회(smoothly flowing society였던 것 같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사회 속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
치이념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 역시 다양하다. 그러므로 통일된 하나의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논쟁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둘째,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치 인사들의 불미스러운 일, 특히 교육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
면서 많은 논쟁이 오갔다. 만약 이 사건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는 예전과 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을 것이다. 비
록 이러한 일이 생겨 감정적으로 피로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나: (답변 마침)
교수님들: (수고했다고 하시며 나가도 된다고 하심)(내가 메모장을 어디 제출하고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눈치이자 문 옆 종이가
방에 넣으면 된다고 말씀하심)
나: Oh, okay.(메모장 종이가방에 넣음)
교수님들: Goodbye~
나: Thank you! Have a nice day!
(면접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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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내가 들어간 면접장의 교수님 두 분 모두 반응을 정말 잘 해 주셨다. 들어갈 때 엄청 반겨 주셨는데(두 분 모두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았다!), 덕분에 밝은 분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타 유의사항
두괄식으로 답변하기./ 자신의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부연설명을 하는 형식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가 편하다. 면접 연습 시 의식적으로라도 주장을 앞에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나도 서론이 다소 긴 편이라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나도 실전에서 면접준비 메모지에 쓸 때는 자동적으로 부연설명
먼저 적었었다.. 이후 정신 잡고 주장을 눈에 띄게 표시해 두어 답변할 때 두괄식으로 하고자 노력했다.), 연습을 통해 익숙해진다
면 다른 면접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평소 면접 준비 연습할 때 20분보다 짧은 시간 내에 하는 연습하기./ 실전은 연습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기 때문
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습할 때 15분 내에 푸는 연습도 하는 것이 좋다.
모의면접 많이 하고 피드백 철저히 하기./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과(3명 정도가 적당하다.) 모의 면접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보
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날 그날 피드백 받은 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연습 때에는 그 점을 더 보완하는 식으로 스스로 부족
한 점을 메워나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문 분석하는 연습하기./ 제시문 면접의 기본은 (당연하지만)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제
시문을 분석하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습을 많이 하자.
새로 알게 된 개념 확실히 이해하기. 내가 재구성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탈진실(post-truth)’, ‘clickbait’와 같은 개념어, 표현은 제시문 연습과 자료 숙지가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것이다.) 면
접 준비하며 관련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구독하는 시사 잡지/뉴스레터에서도(고교 독서평설과 뉴닉 뉴스레터를 구독했다)
해당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보였고(평소에는 그냥 보고 지나쳤을 텐데), 잘 모르겠는데 반복해서 나오니, 불안해서라
도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옷 두꺼운 것 하나보다는 덜 두껍더라도 여러 겹 입기,/ 서울 춥다. 그런데 또 이동하고,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더워지는 등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외투를 챙겨 가면 좋다.
영어지문 큰 소리로 읽기./ 전날 자신감 충전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나는 모의 면접할 때 작은 목소리, 단조로운 억양, 무미
건조한 표정을 가장 많이 지적받았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바꾸기가 어려워서 스스로도 좀 답답했었다. 전날(조기퇴사하고
집에 와서) 그동안 한 자료들을 훑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어 관련 영어자료를 소리 내어 읽었고(TMI인 것 같지만...어
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는다), 개인적으로 다음 날 면접장에서 어떤 태도로 말을 할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
었다. 혹시 면접 준비 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자신이 없다면 한 번 시도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편한 집이고,
혼자 있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이, 다소 오버스럽더라도 큰 소리로 연기하듯이(?) 영어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날 일찍 자기./ 오전 조이든, 오후 조이든 모두 일찍 일어나 이동해야 한다. 게다가 점점 면접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기 때
문에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전날 푹 자 두어야 다음날 그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면접에 집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말투 바뀜 주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해온 것이고, 면접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정말정말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자기도 모르게!). 준비하면서 마음처럼 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
고,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럴수록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다독여 주세요. 남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스스로와
의 경쟁임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노력을 면접장에서 최선을 다해 보여주기를 바라요!!

전

형

면접형

지 원 학 과

언론홍보영상학부

면 접 방 법

시험장 분위기 및 시험 진행 방식
1) 시험장 분위기
조용하지 않음 오히려 활기찬 분위기, 대기 시간이 긴 대기실을 배정받아서 질문도 받고 재미있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셨음.
2) 시험 진행 방식
1. 생기부 면접
2. 제시문 면접으로 진행되었음.
생기부 면접 7분, 제시문 면접 7분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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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1. 생기부 면접장 입장
교수님 Q1, 입학사정관 Q2, 나 A 라고 설정하고 작성하겠음.
A 반갑습니다 !
Q1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구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소서에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짜뉴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가짜뉴스에 대해 생각하긴 했지만 어려운 주제다 보니 당황함) 네, 가짜뉴스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수
용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기 위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Q1

그러면, 사실 진짜 뉴스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가짜 뉴스라고 믿었던 것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
에요？ 어떻게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정지을 수 있죠?
A (꼬리질문이 날카로워서 굉장히 당황함) 아,,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공간이 더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말하려하던 중 말이 끊기고 교수님 질문이 이어짐)

Q1

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생수병을 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오른쪽 면만 보는 사람은 이게 진실이라고 말할테고, 왼쪽 면만
보는 사람은 또 이게 진실이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A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꼬리질문은 처음이라 정말정말 당황함, 하지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멘탈 잡기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네, 그런 상황은 한 사람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미디어의 집단지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야합니다. 미디어는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면 소통이 일어날 것이고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Q2

독서 목록에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A 네, 이 책에서는 문명을 단층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명을 단지 단층선이라고 보기 보다는 탈지역적 지역
성의 개념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단절되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공간적 개념을 탈피해서 많은 사
람들이 분포되어있고 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자국의 문화를 소비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문화를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1

동아리를 보니까, 도서부가 있는데, PD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잘 가입하지 않는 동아린데 이 동아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A 아,, 도서부를 가입하게 된 계기는 1학년 때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고 싶은 책이 정
해진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어떤 체계로 책을 정리하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도서부원들이 정리를 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부에 직접 가입하여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Q2

원자력 공모전에 나갔다고 되어있는데, 미래에 PD가 되면 같은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싶은가?
A 공모전에 나간 것은 원전의 탈핵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 원전 안전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영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에 PD가 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태학적 가치를
좇는 방향으로 원전 문제를 조명할 것입니다.

Q1

세계지리 시간에 홍보물 만들기를 했는데 왜 이탈리아를 선택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아무생각 없이 했던 수행평가여서 매우 당황함.) 음.. 우선은 제가 가장 재미있게 다녀온 여행지여서 선택했고, 그 것을
홍보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 이 질문은 망했다라는 생각을 함.)

Q1

아 그러면 PD랑 관련 있어서 하고 그런 건 아니네?
A (내용 보충해야겠다는 느낌이 세게 들었음.) 아, 말하는 중에 잊었는데, 요즘의 예능이 트렌드가 여행지를 소개할 때 직접
여행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용해서 홍보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질문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남(꼬리질문이 많은 편이어서 기억이 많이 안남)------------Q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현재 미디어는 수용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미디어 윤리를 잘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성을 기반으로 한 뒤에 명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때 열린 공간에서 생산적인 ~~

- 665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시간 관계 상 교수님이 말을 중단시킴)
Q1

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수고했어요 !

형

면접형

지 원 학 과

화공생명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 전 대기실 – 1~17조 구성, 다른 학과끼리 묶여있음. 결시자 있으면 순서 당김. 옆사람과 대화가능. 제시
문기반 면접, 활동기반 면접: 교수랑 2:1로 진행. 짐들고 다님

질문 및 답변
1. 제시문 기반
제시문: T호르몬(이기적, 반사회적 행동 야기한다고 믿어짐)
돈 나누어주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지 0~100% 책정
제안받은 사람이 수락 시 배분 이루어짐, 수락 거부 시 양쪽모두 돈을 얻지 못함.
돈 나눈 비율

실제 T라고 믿음

위약이라고 믿음

실제 T 주입

33%

43%

위약 주입

22%

33%

A 안녕하십니까.
Q 여기 앉으세요. 오늘 몇 시쯤 도착했어요?
A 7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Q 빨리 왔네요. 긴장푸시고 질문 대답해 볼까요?
A 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표의 수치를 응답비율로 잘못 이해함. 표 수치 설명 후 T호르몬의 효과가 미약했다는
내용)
Q 흠, 본인은 수치를 응답비율로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Q 포인트가 잘못 맞은 것 같은데...
(10초 정적, 급하게 표 다시 훑어 봄)
Q T호르몬이 효과가 있다면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지죠?
A (실수 깨달음) 아, 네. T호르몬이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므로 금액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반 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Q 실험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A (두 결과에서 위약이라고 믿었을 때의 수치가 일관성 있게 크므로 T호르몬의 실제 효과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에 더 영향
을 받음. 호르몬, 약과 같은 물질을 실험할 때는 그 생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효과도 무시해선 안 된다
는 내용)
Q (끄덕끄덕)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지원동기 말해볼까요?
A (이전 꿈에서 활동, 책 통해 화공으로 꿈 바뀐 이야기)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전기화학실험실에서 수소관련 연구 진행하고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연구자
가 되고 싶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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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고하셨습니다.
A (짐챙기며)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감사합니다!
Q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웃음)
2. 활동기반
A 안녕하십니까.
Q 네 앉으세요. 3학년 때 미국 해양 대기국에서 오늘날 이산화탄소 농도를 찾는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순간 기억 안 나서 간략하게만 설명)
Q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미국... 그 사이트에 축적된 과거, 오늘날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고 세계적인 규제가 지금 당장 진행된다면, 혹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그래프를 그려 예측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Q 음... 이산화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그, 제가 과학뉴스를 평소에 자주 보는데 최근 이산화탄소를 다공성 촉매가 선택적으로 흡수에 탄소 중합체로 만들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화공학적, 기술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정책적인 측면으론 그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그에 대해 검색하면 부정적인, 잘 지켜지지 않
는다는 기사가 태반인데 이런 것부터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웃으며 끄덕끄덕) 책 중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끔찍하게 재밌는 문제들’ 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인가요? 처음 보는
책인 것 같아서...
A 아, 그 책은 해외 명문대학생들이 푸는 수학, 물리무제가 모여 있는 책인데, 난이도가 높아 다 풀어보진 못했습니다. (웃음)
Q 아, 그냥 문제 모아놓은 거네요?
A 네, 제가 1학년 때 수학 동아리를 진행했었는데 매일 어려운 문제집만 풀다보니 동아리 친구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
아서 제가 ‘문제적 남자’에 나온 창의력 문제나 도서관에서 그런 책, 문제를 모아 같이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책도
이중 하나였는데, 난이도가 높아 제가 힌트를 주고 같이 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책의 문제 풀며 동아리에 대한 흥
미를 높일 수 있었다는 내용)
(질문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안남)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A 제시문면접에서랑 똑같이 함
Q 수고하셨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어요? (웃음)
A (짐챙기며) 아, 제가 긴장을 잘하는 성격이라... (웃으며)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잘 대해 주시고 반응 좋으심. 압박면접은 아닌 듯. 올해 제시문이 작년이랑 크게 달라서 많이 당황함. 문제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 오전반은 다 끝나면 1시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할 것 가져가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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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건축학부

면 접 방 법

아침 9시까지 면접 대기실로 집합해서 면접에 관한 얘기를 듣고 햄버거 받음.
5명씩 불려서 밖에서 기다림. 면접은 2(면접관) 대 1(나)
질문은 공통 질문 2개와 개인별 질문 2개 정도 했음.
공통 질문은 종이에 적혀 있었음.

질문 및 답변
공통 질문
Q1

이 학과에 지원하면서 자기가 찾아본 자료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말해 보시오

Q2

자신이 사회에 나가서 꼭 핋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개별 질문
Q1

자신이 아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 말해 보시오

Q2

3년 동안 같은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에서 만들어본 건축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이유는
말해보시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전날까지도 긴장을 너무해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막상 면접 대기실에서 긴장이 싹 풀림. 면접 들어가서도 면접관님
들이 웃어주면서 하는 분들이어서 첫 질문에서 말 실수해서 다시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라고 말해
주심.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그리고 다른 학과를 지원한 친구 말로는 개별 질문이 없었다는 학과도 있어서 개별 질
문은 케바케인 것 같음.

전

형

학생부교과(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대기실에서 OMR 카드 작성하고 면접 보러 들어갈 때 교수님께 종이 주고 자리에 앉음. 내 자리에 종
이 2장이 올려져 있는데 오른쪽 종이부터 읽고 답하라 하고 다음은 왼쪽 종이를 읽고 답함.
2. 교수님 : 학생 = 2 : 1.
교수님들과 거리가 엄청 멀었고 한 분은 편안한 인상이었고 다른 분은 엄격해보였음.

질문 및 답변
Q1

오른쪽 종이에 경영학과에 지원한 동기, 졸업 후 계획 물어봄.
A 직업 멘토링을 듣다가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영은 기억이랑만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디어 하나로 큰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것에 매력을 느껴 지원했다고 대답함. 졸업 후
계획은 솔직히 없다고 대답하고, 대신 대학에 다니면서 경영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배우고 견문을 넓히며 많은 경험을
쌓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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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왼쪽 종이에 있는 질문은 경영이란 어떤 학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경영인이란?
A 경영이란 어떤 학문인지 답변한 내용은 생각이 안남.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매끄럽게 답변하지 못한 것 같다.
A 요새 경영인들 중 사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속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며 덧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경
영인은 내가 제공하는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지 내다보며 신뢰도를 잘 쌓는게 경영인이라 대답함.

기타 유의사항
- 시사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서 당황했다. 그리고 다 예상해서 준비하고 갔던 질문들이 나온 것인데도 너무 긴
장해서 매끄럽게 대답 못하고 말문이 막혀서 3초 정도 정적이 흐른 점이 아쉽다. 긴장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긴장하지 말자.

전

형

잠재능력자 전형

지 원 학 과

경찰행정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OMR카드 드림)
면접관: 앞에 종이 읽고 답변하세요.
《제시문》
1.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말하고 활용
경찰과 관련된 책을 읽고 범죄, 수사, 심리 등 경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기억 안남)
면접관이 수집한 자료를 묻는 거라고 다시 설명해줌. (뒤로 기억안남)
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명감입니다. 경찰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업무 환경도 힘든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고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한다는 식으로 대답.
Q 공부 잘하냐? 반에서 몇 등 하냐?
A 네. 반에서 3등 합니다.
Q 경찰 시험 빡실낀데~ 영남대가 공부 빡시게 시키는 걸로 유명하다 알고 있냐?
A 네! 사명감을 가진 간부를 배출한다는 세부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직업관과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 시
험에 합격하기 위해 영남대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 할 것이라고 대답.
Q 대학교에 와가지고 열심히 할거가?
A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ㅎㅎ
Q 자신의 성적이 영남대 경찰행정학과에 들어올 성적 같냐?
A 1,2학년에 비해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만큼 진로와 관련된 책도 읽고 교내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했다. (어쩌고저쩌고)
Q ㅇㅇ? 3학년 때 성적이 왜 떨어졌어요?
A 3학년 때 진로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진로를 생각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다. 책 읽고 교내활동과 동아리 활동
하다보니까 성적이 낮아진 것 같다.
Q 어떤 동아리?
A 국보급 행정 동아리라고 사회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동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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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동 잘하냐?
A 네! 농구, 수족구, 배드민턴 등 체육시간에 했던 것은 다 잘했습니다.
Q 그걸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겠드나~?
A 교육과정에서 무도를 배우고 여가 시간에 주짓수를 배우면서 저의 체력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Q 대학교 다른데 어디 넣었냐?
A 영남대, 동의대, 부경대 넣었습니다.
Q (관심보이며)어? 그런데 부경대에 관련 학과가?
A 부경대는 법학과 넣었습니다.
Q 아~법학과가 남았구나~
Q 자기 어필 해봐라
A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사 경찰이 되기 위한 비전과 끈기가 있다. 이 비전과 끈기를 영남대에
서 보여드리겠다.
Q 네~끝났습니다.
A 안녕히 계세요(꾸벅)

기타 유의사항
1. 시험장 분위기
대기실은 전체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였음. 기다리는데 지루해서 하품이 절로 나옴. 5명씩 따라가서 대기. 면접실은 교수 세미나실
이었는데 같은 테이블이라 면접관들이랑 아주 가까웠음. 들어가는데 쳐다보지 않고 딱딱한 분위기. 긴장감 풀어주려는 그런 것 없음.
2. 면접 방식 : 면접관 2:1 8분 정도
앞에 제시문 종이가 있는데 그냥 읽고 답변하라 그럼.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고 자소서 기반 질문 없고 생기부도 휙휙 넘기더니
질문 안함. 자기소개랑 지원동기를 안 물어봐서 당황. 경찰행정이라서 그런가 아주 분위기가 무서웠음.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국문학과

면 접 방 법

1) 시험장 분위기
대기실 이 엄청 넓고 긴 책상 하나당 한 명씩 앉아야 해서 누구랑도 예기할 수 없는 분위기
2) 시험 진행 방식
9시 30분까지는 무조건 와야 함. 수험표에 수험 번호 대신 가번호를 붙여주고 신청학과와 고사실, 가번호를
OMR로 표기한 뒤 면접 때 교수님께 평가지를 드리고 시작!
차례가 되면 4명씩 이동해서 면접실 앞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대기

질문 및 답변
면접관 두 분이 계시는데 면접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면접관분들과 거리가 엄청 가까움
Q 먼저 아래에 있는 문항 두 개가 있는데 읽어보고 생각한 후에 순서대로 답해줄래요?
1. 자신의 진로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은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 본인이 생각하기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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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지편집부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Q 어떤 문학작품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지?
Q 진로가 방송 쪽에서 국어 교사로 바뀌었는데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Q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공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지?
여기서 준비해온 자기소개 하면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했더니 교수님께서 나중에 학교에서 마주치면 인사해요~라고 하셔서 네!!
하고 나왔음!

기타 유의사항
영남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공통문항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읽고 답해야 해서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도 너무 부담 가
지진 말고 자기 생각 잘 말하면 될 것 같으니 긴장 안 하는게 젤 중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영남대 홈페이지에 있는 선행 학습 자
료에서 공통문항 몇 개 뽑아서 답해보면서 순발력 기르기. 생기부 관련 질문도 있으니 면접 보기 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가기!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지 원 학 과

국어국문학과

면 접 방 법

2(면접관)대 1(지원자) 면접

질문 및 답변
들어가니 책상 위에 제시문이 먼저 올려져 있고 질문이 두 가지 제시되어있음.
Q1

지원한 학과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수집하였는가.
A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평소 꿈꾸던 기자의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학교행사기사들과 저만의 창작소설을 만들
었습니다.

Q2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A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눔과 헌신의 기반이 되며 사랑이 발전한다면 현대사회의 이기주의와 개인
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의 창작소설 내용이 무엇입니까?
A 미래의 기자가 된 ‘저’를 통해 은폐된 현실 속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Q

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하였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A 네,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Q 그때 학생은 무엇을 하였나요?
A 가해자와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기에 피해자친구에겐 조언을, 가해자친구에겐 부탁을 하며 둘 사이를 친
구 사이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Q 기자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책임감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사 수업시간 종군기자 ‘에드워드 머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세계 제
2차 대전이라는 격전 속에서도 책임감과 용기를 잃지 않고 전쟁의 경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며 기자의 필수 자질을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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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주제로 글을 썼습니까?
A 분단이 길어지는 현재, 당장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가졌지만,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었
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인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Q 수학 탐구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참가자가 왜 15명밖에 되지 않나요?
A 문과친구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 의 용어 설명을 넘어 명제에서 미적분까지 연
결될 수 있다는 연계성을 발표하여 적은 참가자 속에서도 눈에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 미적분 잘해요?
A 인문통합수학은 꽤 하지만 미적분은..
Q 미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세요.
A ...

기타 유의사항
잠을 푹 자고 오세요. 아침 9시까지 와서 준비시간에 계속 졸았습니다.

전

형

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

면 접 방 법

-

30%면접의 비중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기실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해주십니다.
면접 고사실까지는 5명씩 이동하여 면접고사실 앞에 앉아서 대기합니다.
교수님 2명을 상대로 2대1 면접을 실시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시작 전 가벼운 질문으로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면접 시작과 함께 시간을 10분으로 맞춰놓으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출결에 관해서 안 좋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이유는?
A 저는 학교의 행사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니 늦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 무단지각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지각관리 도우미나 자율선도활동을 통해서 제 잘못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 스스로에게 큰 변
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지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각이라는 제 잘못
을 뉘우치고 그것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진학하여 이루고 싶은 최종목표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소에 비행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 진학하여 제 관심사인 비행기를
다뤄서 항공정비사라는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아니라 교수님들의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여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 수 있는 면접이었습니
다. 10분 알람이 울리고 나면 교수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셨는데 웬만하면 마지막 한 마디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말은 준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장점이나 본인의 특기를 자신의 학과에 적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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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 진행 방법 : 질문이 쓰여진 종이를 책상에 붙여둠. 그리고 그것을 읽고 답변하는 방식임. 총 질문은 두
가지였고 모두 질문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소서와 생기부 관련 질문들을 함.
유의 사항 : 질문을 읽을 시간을 많이 안 줌. 저자의 경우에는 거의 바로 질문을 받았음. 학교가 넓으니 여유
있게 도착해야함.

질문 및 답변
Q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분해하고 기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물리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기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기계에 대한 더 다양한
활동들과 더 많은 지식들을 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Q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노력.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숙
제라고 생각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A 장애인 보호 단체에 합창 공연을 간 봉사활동. 평소에 합창단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공연이 끝난 후
에 보호 단체에 계신 분들은 매우 기뻐하며 환호해주셨다. 그로인해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무언가도 다른 누군가에게
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
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싶다.
그 이후는 자소서 질문이었음 + 마지막으로 할 말

기타 유의사항
질문을 읽을 시간을 많이 안 줌. 저자의 경우에는 거의 바로 질문을 받았음. 학교가 넓으니 여유 있게 도착해야함.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 : 1 (지원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5명씩 면접장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함.
1명씩 면접장으로 입장

질문 및 답변
(들어가자마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종이 위에 두 문항을 읽고 답하기)
Q1

본 학과 지원하기 위해 했던 활동 또는 노력했던 점은?

Q2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생기부 관련 질문)

Q3

생기부를 보면 RC카, 드론, C언어, 전기회로, 3D프린팅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면 자신이 직접 해 본 건가요?

Q4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 카메라의 LPF필터 제거를 햇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거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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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RC카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했나요?

Q6

RC배를 제작할 때와 RC카를 제작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를 잘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

형

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5명씩 나감
2대1 면접으로 교수님 두 분에 학생1명씩 들어가는 방법
한 사람당 약 5분 정도 시간

질문 및 답변
Q1

기계공학자가 자동차, 항공, 선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하는데 이외에 기계공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
각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A 점차 발전되는 의료기술에 따른 의료장비 또한 필요해질 것이다.그래서 더욱 값싸고 정교한 의료기기를 기계공학에서 좀
더 투자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Q2

10년 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설명하고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을 것 인지 말하시오
A 10년후에는 전기자동차가 보편화 되어있을 것이다 물론 수소 자동차 또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이기에 전기자동차에
포함 하였다. 현재 한국 자동차 시장은 한 회사가 독점하는 수준이다.그래서 큰 꿈이지만 저와 뜻이 같은 사람들과 팀을
꾸려 한국 전기자동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가 생기게 되고 전기 자동차 시장이 발전하게 되는 촉매 같은 역할을 맡아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 강국이 되는 것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있었으면 좋겠다.

Q2-1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통해 그런 꿈을 이룰 것인가?)
A 먼저 기계공학과에서 성실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전국 자작 자동차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영남대에서도 자작자동차
대회를 연 것을 접했고 충분히 매리트가 있는 학교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대회에 대학 대표로 참여하여 많은 경
험을 쌓아 나가고싶다. 또 기술적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다녀서 일상 속의 여러 문제점들을 접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
는 경험을 통해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3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해보시오.
A 저는 재능은 아니지만 집요함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수학동아리 부장을 맡아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물론 수학은 정말 어려웠습니
다. 하지만 한번도 수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었고 결국 수학에 자신감을 얻어 지금까지도 즐겁게 수학을 공부
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영남대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영향평가 질문 꼭 다 외워서 가세요….질문이 약간씩 변형되지만 비슷한 느낌이라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3문제 정도 나오고 꼬리질문 정도 예상해서 미리 답변 준비하시는 게 편합니다.
미리 생수 한 병 사가는 거 추천드립니다.(물먹는 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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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교과면접(창의인재)

지 원 학 과

로봇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수험번호순으로 대기실에서 대기. 대기 중에는 자료 볼 수 있음.
5명씩 면접실 앞에서 대기. 면접시간 5분 면접 후 바로귀가

질문 및 답변
Q1

학교생활 중 수학 과학 관련 활동한 것 있나요?
A 교내 수학 탐구대회에 3년간 꾸준히 참여하며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건축물 만들기, 벡터에 관한 마인드맵 작성
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수학동아리에서 교내, 혹은 외부 수학 체험 전을 열어 다양한 사람들이 수학에 좀 더 관심
을 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Q2

수학 관련 활동 중 건축물에 들어있는 수학 원리를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A 먼저 사면체의 구조로 힘을 분산시키는 트러스 구조, 아치 형태를 이용하여 못이나 접착제 없이 다리를 만드는 다빈치
다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한옥의 처마에 들어있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원리와 한옥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고구현의
정리가 있습니다.

Q3

고구현의 정리가 무엇인가요?
A 고구현이란 3,4,5라는 의미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를 말합니다.

Q4

로봇공학자가 되고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기요?
A 어릴적 봉사활동을 할 때 몸이 불편하시거나 신체 일부분이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했던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힘겨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과연 그분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 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봇이 사람의 신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 중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로봇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로봇공학을 공부하여 그런 분들을 돕고자 결심하였습니다.

Q5

로봇공학자로서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본디 사람을 돕고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봇의 가장 기본은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먼저
로봇을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로봇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항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로봇기계공학과

면 접 방 법

한명씩 들어가서 면접관 2명과 문답하는 형식으로 면접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1

로봇공학과에 왜 지원하였는가?
A 준비했던거라 바로말함

Q2

학생부에 IOT를 이용하여 센서를 연결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하였는가?
A 먼저 친구들과 사물인터넷의 관한 정보를 조사한뒤 센서를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탁자를 이용하여 아두이노에 센
서를 연결하였고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재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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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밋냐?
A 네(너무 단답으로 얘기해서 좀 그랬어요.)

Q4

로봇공학과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A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먼저 도전하고, 어려움이 오면 다른 각도로 생각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강점이
로봇 공학과 부합함

Q5

영남대학교 말고 어디 학교를 지원했는가?
A 저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에 다른 전형으로 2개 지원하였고, 금오공대, 울산대 지원하였다

Q6

왜 영남대에 지원하였는가?
A 먼저 이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연구를 위한 환경이 잘 조성 될 것 같고, 또한 장학 제도 가 잘 되어 있어 큰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을 것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Q7

로봇 공학과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싶은가?
A 교내 동아리에서 3D프린팅, 로봇 프로그래밍에 관해 배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 깊게 접해 본 적이 없어 인공지능을 배
우고 싶다.

Q8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A 거짓말을 하지 말자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순간을 모면하기위해 거짓말을 하기 보단 그 순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9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싶은가?
A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게 연구하고 싶고 저의 목표에 관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Q10 자기 어필을 해보자면?
A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고 영남대학교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말함.

기타 유의사항
면접 전에 심호흡하고 질문 중 복잡한 질문이 나오면 긴장한 티를 내지 말고, 생각을 정리해서 한 번에 대답하기를 바람.

전

형

일반학생전형(트랜스아트전공 사진포트폴리오심사및구술고사)

지 원 학 과

미술학부

면 접 방 법

* 본인이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10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는 포트폴리오심사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면접 질문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과 과정, 사진이론, 사진가, 포토샵 방법, 주관적인 질
문 등이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론, 포토샵에 대한 답변은 내가 100%로 만든 포트폴리오임을 증명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잘 대답해야한다.)
* 면접은 교수님마다 돌아가면서 1:1로 진행

질문 및 답변
<첫 번째 교수님>
Q1

너에게 사진이란?

Q2

너에게 카메라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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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픽토리얼리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4

머이 브릿지의 업적은 무엇인가

Q5

최근에 본 사진전이 무엇인지

Q6

아우라와 복제성의 관계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7

영남대에 왜 지원하였나요.

Q8

일순위인 학교는 어디인지

<두 번째 교수님>
Q1

사진에 대해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Q2

촬영할 때 어떤 측광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Q3

본인 카메라 노출 측광 방식 뭐있는지

Q4

TTL이 입사계인지 반사계인지

Q5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과 이유

<세 번째 교수님>
Q 사진 찍을 때 소품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봄
<네 번째 교수님>
Q1

사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

Q2

트랜스아트에 대해 알고 있는 것

Q3

트랜스아트학부 졸업 후 나의 모습은?

Q4

학교 커리큘럼 봤는지

Q5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

Q6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란?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사회학과

면 접 방 법

2:1면접 / 면접시간 8분내외 / 5명씨 대기 후 면접실 입장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이과에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동안 수집한 자료는?
A 신자유주으와 관련한 경제자료 수집

+) 양극화가 어떻게 고착화되지?
Q2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A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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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만 있는가?
Q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인간의 능력?
A 소통능력이다

+) 소통은 어느 시대에도 중요하지 않나?
Q4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A 도전정신이다

형

창의인재

지 원 학 과

사회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대기 후 교수 2명 학생 1명으로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책상에 면접 질문을 부착해놓고 대답할
준비가 되면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전

질문 및 답변
Q1

본인이 3년간의 고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혹은 좋아했던 교과 과목과 비교과 과목에 대해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
A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교과과목은 역사 교과입니다. 역사 교과는 단순히 학교 교과로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
의 곁에 남은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유래를 알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무언가를 좀 더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비교과 과목으로는 동아리 문예부원으로서 교지에 영화 ‘블랙팬서’ 에 대한 다시보기
운동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흑인사회에서의 단결력과 응집력 등을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Q2

본인이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사회학도로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

지고 공부해야 할지, 또 어떠한 학

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시오.
A 사회학도로서 공부한다면 먼저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기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회
학개론과 사회학강독이라는 사회학과 개설 과목에 대해 공부하며 착실히 기초를 다질 생각입니다. 특히 제 꿈인 국제기
구 ILO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학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영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저에
게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 중 특히 노무사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한 전문 직종에 대한 공부도 할 계획입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생명공학과

면 접 방 법

5인의 학생씩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이 학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A 생명에 대한 관심을 더 늘리기 위해 생명과학 실험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DNA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DNA유전자 가위를 접하게 되어 관련 책을 읽고 유전자가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명공학기술
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서 생명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2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A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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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 학과에 입학하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A 유전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Q4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학교 생명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A 대학 지원을 위해 여러 학교의 생명공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찾아왔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생명공학을 원예생명처럼
한 분야에 집중해서 배우는데 영남대학교는 미생물, 동물, 식물 등 여러 분야에 거쳐 기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여 지원함.

기타 유의사항
면접시간은 7~10분 내로 길지 않음
말을 더듬거려도 대답을 끝까지 해야 한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생명과학과

면 접 방 법

2대1 면접 생기부, 자소서 확인 기반 면접(+추가 질문)
3명씩 부르고 면접실 앞에서 대기한 다음에 한명씩들어감.
OMR작성함(컴싸줌)-- 교수님께 직접 제출

질문 및 답변
Q1

생명과학과에 와서 뭐 공부하고 싶어요?
A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고 제가 관심이 많은 생태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Q2

상장에 체력우수상 뭐에요?
A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진행하는 체력측정 같은 거예요

Q3

전교생이 다 해요?
A 네

Q4

생태학하려면 필드를 돌아다녀야 돼서 체력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물어 본거야
A 아

Q5

반장했네? 3학년 때인데 힘들지 않았어?
A 힘든 거 선배님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고 친구들의 추천과 친구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싶어서 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Q6

도움은 많이 됐고?
A 넵

Q7

생물학하려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식물이나 병원성질병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거 있나?
A 제가 양서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서류를 공부하다보니 항아리 곰팡이 균이 전 세계의 개구리 종 약 390종을 거의 멸
종위기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Q8

개구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A 토양오염 및 생물다양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Q9

개구리가 많이 죽으면 그걸 먹는 새가 줄고 똥이 줄고 풀이 줄면 관목이 들어서!
A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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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수고했고 수능공부 열심히 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 있는데 해도 될까요??
제가 생명과학과에 들어온다면 한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영어라고 생각해서 영어로 몇 마디 준비했습니다..!
준비해간 말--------

기타 유의사항
그냥 편안한 면접? 모의면접 보다 편안한 분위기였고 웃음이 절로 나옴.
준비 많이 해갔는데 거의 안 물어보셔서 아쉬움.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신소재공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 공통 질문 ]
Q1

본인이 현재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저는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은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학자들의 윤
리의식 부재는 사회, 국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학자가 될 입장에서 윤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2

(기억안남)
A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는 최근 삼성에서 출시한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어에 사용되었으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어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 생기부+자소서 질문 ]
Q1

자소서에 금속-그래핀 융합기술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A (그 기술은 제가 LED조명의 방열에 대해 보고서에 작성한 기술입니다.) 열전도도가 높은 금속과 그래핀을 융합시키는 기
술이며 이를 이용해 LED 조염의 방열을 효과적으로 해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Q2

그럼 LED는 무엇인가요?
A 발광다이오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Q3

생활기록부를 보니깐 1학년 때 장래희망이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진로가 확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학년 때는 안전한 직장을 추구했는데 안정적인 공무원인 군인이 장래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도전적인 것을 해
보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본 결과 신소재공학자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Q4

자소서 내용을 보니 다른 지원자에 비해 비교적 독서활동이야기가 적은데 혹시 다른 지원자들이 독서시간을 투자할 때 뭘
했나요?
A 앞에서 말했듯이 늦게 신소재 공학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위한 진로탐색을 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Q5

(성적표를 보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죠? 이 학과에서는 수학이 제법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물론제가 수학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저는 수학과목을 좋아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즐거워하기 때문
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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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소재공학자라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까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만큼 이 꿈에 대해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
기에 꼭 이 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심리학과

면 접 방 법

-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함
- 면접관 2명에 지원자 1명으로 면접 진행
공통질문 2개,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그 외 일반적인 질문 진행

질문 및 답변
[공통 질문]
Q1

이 대학교와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가 찾아본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Q2

지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개별 질문]
Q1

지원동기

Q2

자신이 관심있는 심리학의 분야? (긍정심리학, 임상심리학이라고 답변함)

Q3

긍정심리학과 연관지어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

Q4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의문나는 점 질문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 두 분이 모두 온화한 분위기여서 면접이 딱딱하지 않았음.

전

형

기회균형전형

지 원 학 과

역사학과

면 접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2명 / 개인별 면접
- 제시문 2개와 파생 질문, 생기부 관련 2~3개

질문 및 답변
개인별 면접시간은 10분 정도였습니다.
Q1

역사학과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Q1-1 역사학과와 관련된 책, 자료 등 을 찾아 본 적이 있는가?
Q2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Q2-1 그러한 가치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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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자신의 가치를 일상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 보면?
[생기부 관련 질문]
Q1

독서 기록 중 기억에 남는 도서에 대해 말해 보면?

Q2

동아리활동 경험 중 자신에게 도움을 준 활동이 있다면?

기타 유의사항
2~3시간동안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 질수 있으니 읽을 수 있는 책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
은 따뜻한 인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시려 노력 하셨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영어영문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대기했다가 5명씩 나가서 면접실 바로 앞에 앉아서 대기
면접관 2분, 면접자 1명씩 들어감.

질문 및 답변
Q 영문과 오기 위해 노력한 것과 예시 (2020 영남대 공통 질문1)
Q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2020 영남대 공통 질문2)
Q 1, 2, 3학년 진로가 모두 다른데 영어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Q 그럼 자신은 교사가 된다면 어떤 수업방식으로 할 것인가?
Q 미래 일기 쓰기 최우수상인데 어떻게 한 활동인지?
Q 영어 조기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Q 영어 원문을 읽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작품을 읽었는지?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처음으로는 강의실에서 기다렸어요. 강의실안 분위기는 조용했고 다들 각자 가져온 종이보고 있었고 면접위원
분께서 긴장안하도록 계속 분위기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20명 중에 8번째여서 1시간정도 기다리다가 재학생 한분이 5명씩 불러서 교수님실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2명의 교수님과 책상에 마주앉아서 면접이 진행되어서 생각보다 가까워서 놀랐습니다. 한 분은 계속 웃으면서
얘기들어 주셨고 한 분은 관심없다는 듯이 표정을 지었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교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게 중
요한 것 같아요! 약 8분 정도하니 스톱워치가 울렸고 교수님들이 미소 지으면서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질문 및 답변
<공통질문>
Q1

내가 진로를 위해 수집한 자료와 그것을 어떻게 수집하고 노력했는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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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아교육과에 오기위해 유아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권리를 찾다’라는 주제로 교과심화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알게 되어 협약의 내용인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
켜지고 있는지를 핵심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 ‘그럼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소수의 유치원교사들과 부모들의 아동학대로인해 유아의 권리가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의 권리가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재점검하여 훌륭한 교사를 선발하여야하고 더 나아가 질 높은 유아교
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권리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고 교사들의 학대문제는 극히 일부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극히 일부지만 그 부분을 강력한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질높은 교사들을 확충한다면 유아의 권리는 더욱 확실히 지켜질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Q2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A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생기부 질문>
Q1

백범에 대한 책을 읽으셨는데 이러한 고전을 유아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쳐줄 수 있나요?
A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딱딱한 고전 책들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직접 연극도하며 접근하면 유아들도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른 말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Q2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은?
A 특수학교에 가 장애아동들의 활동을 보조해주었던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다가가니 아이들도 금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는 한 아이의 사례를 들며 얘기했
는데 이 부분에서 교수님 두분 다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또 이 봉사가 교사로서의 꿈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가장 인상 깊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관심 없는 모습을 보여도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당당히 말하는 게 좋아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 대기실에서 준비해온 자료 볼 수 있고 차분히 생각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 면접장 들어갔을 때 교수님 두 분께서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해주셔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 대기실에서 전자기기 제출하고 5명씩 면접장 앞에 가서 대기하다가 한 명씩 면접 보는 방식입니다.

질문 및 답변
교수님: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의자에 앉으시고 앞에 보이는 공통질문 읽고 준비가 되면 답변해주세요
(공통질문)
Q1

전공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거나 열심히 한 활동들

Q2

삶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나 가치
A 또래멘토링 하면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느껴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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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와 통하고 싶다'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유아발달심리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짖궂은 행동을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
그리고 미래에 아이들과 함께할 예비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고민해보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구체적으로 어
떻게 창의성 기를 것인지 설명)
(생기부 기반 질문/저는 자소서질문 없고 생기부에서만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Q 주입식 교육의 장단점과 하브루타 교육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A 주입식 교육의 장점은 수업진행 속도가 빨라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단점은 일방적인 방식이라서 학생
이 주도성을 기르지 못하며 질문할 기회가 적음..
하브루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이 주도성 기르고 사고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며 단점으로는 주제가 이상한 곳으
로 빠지지 않게 선생님이 옆에서 지도해주어야..
Q 3학년 때 성적 떨어진 이유(제가 성적이 계속 오르다가 3학년 때 조금 떨어진 타입이라..ㅎ)
A 아무래도 3학년 때는 수능에도 초점을 두고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Q 수학세특에 보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수학능력증진놀이' 읽었던데 수학놀이에 대한 설명
A 처음에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념들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교육하는 것임을 알았음
Q 아이슬란드 교육방식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을 (아이슬란드)교육방식?
A 코딩교육과 같이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이 잘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좋은 방식들이 있지
만 '창의성'측면에서 적용되면 좋을 듯..
Q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A 기다려주는 교사
아이의 기질과 연령별 발달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나가는..
교수님께서 끝났다고 하셨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하고 나왔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우선 면접은 답변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중간에 계속 (표정은 밝게하고) "네~"라고 대답하면서 경청and리액션의 태도를 보이
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걱정하지 말고 '다른 질문에서 만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도 공통질문 답변할 때 실수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밝게 답변하니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2:1 면접. 5명씩 나가서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 오면 들어가는 방식이었음.

질문 및 답변
Q1

우리 학교 지원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수집한 자료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A 입시설명회를 통해 영남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대학박람회에 참여해 1:1 전공상담을 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요
구되는 성적과, 내 성적을 비교해보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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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A 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남에
게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Q3

여러 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 조사했다고 했는데, 영국의 아동복지정책에는 무엇이 있었나?
A 영국은 구빈법으로 전 세계에서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하였고, 이후에도 아동 정책이 전체적으로 확
대되었습니다.

Q4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A 인내력과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은 아직 의사표현이 서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세한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습
득이 느린 아이가 있더라도 차분히 기다려주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전

형

창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5명씩 면접실 앞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1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봄.
교수님 2명, 학생 1명 2 대 1 면접을 봄.
들어가자마자 스톱워치로 5분 시간을 잼.

질문 및 답변
제시문 면접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제시문이 있었음.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적힌 종이가 뒤집혀 있고 1번 먼저 뒤집으라고 함.
Q1

남들보다 뒤처지게 달리는 아이가 있다(자세히 기억 안남). 제시문에 꼬리질문 4개 정도 적혀 있음.

교수님들이 생각할 시간을 줌. (긴장해서 질문과 답변이 기억이 안 남)
Q2

왜 영남대 유아교육과에 지원했나요?
A 영남대학교에는 버디 프로그램과 YU해외봉사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버디 프로그램은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예비 유아
교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영남대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YU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남대
유아교육과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해 해외의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원했습니다.

Q2-1 학생은 유아교사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나요?
A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 학예부 차장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예부는 학교 여러 행
사를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는 활동을 합니다. 저는 축제나 체육대회를 기획하면서 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행사나 활동을 기획할 때 창의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능력이
유아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전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면 학생 1명 / 제시문 + 질문

- 685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질문 및 답변
Q1

전기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고교시절 중 본인이 한 활동
A 그래핀과 탄소나도 튜브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Q2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자세
A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꾸준히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3

1,2번 질문관 관련해 본인이 설명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A 그래핀은 흑연의 판상 구조에서 한 층 때어낸 것으로 탄소간의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전자로 인해 전기전도성이 높
아 트렌지스터 및 반도체에 사용이 되면 형태의 변형이 와도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구부릴 수 있는 터치스크린 PL
에 사용이 되는 것과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는 강철의 100배를 가지고 탄성 또한 좋은 탄소나노 튜브는 자동차의 차체와
배드민턴 라켓 및 양궁에 사용이 됩니다.

Q4

어떤 부분이 본인이 설명한 내용과 전기공학과가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가? 오히려 신소제 공학과가 적합하지 않
은가?
A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기공학과는 전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우는 학문으로 다양한 공대계열과 연관성을 가지
고 있어 좀더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전기공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5

마직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영남대학교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좋은 점을 잘 봐주셔서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1.
2.
3.
4.
5.

9시 까지 입실인데 시작은 9시 30분에 함.
컴퓨터 싸인펜으로 채점표에 본인 정보 마킹해야 함.(컴퓨터 싸인펜은 제공)
면접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5명씩 불러내어 면접실 앞에서 대기시킴.
면접실 들어가면 미리 작성한 채점표를 면접관님에게 제출.
면접관은 두 분인데, 1명만 질문함.

질문 및 답변
제시문 면접 먼저하고 생기부 및 적성 질문 들어감.
1.제시문
Q1

자신이 전공분야에 지원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였는지 말해보세요.
A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생명계열과 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봉시활동을 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
았고 그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되었고 수행사업 중 하나가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지원한다면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Q2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이고 이것이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A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끈기입니다. 저는 끈기가 있었기에 각종 교내 활동 및 교외활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종사하며 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직업분야들은 저로 융합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끈기가 없다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고 그렇게 된다면 직업 분야들이 융합하기 힘들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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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기부 및 적성
Q1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A 물리입니다. 물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드는것에 이용될 수 있고 우리는 각종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저
는 이러한 사실자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물리 실험 수업 시간에 직접 간이 스피커를
만들어 보며 무엇인가들 만들어보는 공학자의 자세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Q2

전자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아요?
A 저는 반도체 소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혈액투석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현재 혈액투석기는 그 크기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혈액투석기의 크기를 줄인다면 올바른 사용법만
익힌다면 언제어디서든 환자들이 투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석기 안에는 펌프나 여과기 같은 각종 장치가
탑재되고 이러한 것들을 반도체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Q3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니셨는데 언제부터 다니게 되었나요?
A 중1 후반 아니면, 중2 초반이었을 겁니다.

Q4

그 봉사를 어떻게 다니게 되었나요?
A 처음에 그 봉사활동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과 누나의 권유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다니기
힘들었었지만 인식의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닌 저도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동반자의 자세를 가지자 활동이 즐거워 졌고 꾸준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Q5

그러면 혼자서 다녔나요?
A 중학생 때는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친구와 함께 다녔습니다.(중학생 이야기 하고나서 면접
관님이 고등학생 때는 혼자다녔냐고 물을려 했는데 친구와 다녔다고 바로 말해버려서 그런지 옆에 면접관님보고 웃으셨음.)

Q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해주세요.
A 저는 영남대학교의 창학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
족중흥의 새로운 역사창조를 창학 정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의 상징인 천마는 민족의 대학,
세계 속의 대학으로 나아가려는 영남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나태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영남대학교의 정신에
따라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영남대학교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형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지 원 학 과

정보통신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순서에 맞게 앉아 진행순서와 진행방법을 듣고 4명씩 올라가 복도에서 대기 후 1명씩 교수님 방에
들어가 2명의 면접관님들과 면접을 봄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한번 말해볼까?
A 저는 평소 다양한 것을 배우고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자는 생각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보통신공학과를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다양한 분야 즉 실생활 모든 것과 융합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과란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 곧 IT계열을 진로로 생각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영남대학
교 정보통신공학과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이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3학년 때 수학등급이 떨어졌는데 이건 왜 이런 건가?
A 중간고사 때 맨 뒷자리에서 수학을 풀고 서술형을 풀고 있는 도중에 감독선생님이 앞에서 시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소
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풀다 종이 치고 마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마킹을 하면 안된다하셔서 저
의 잘못으로 생각하여 저는 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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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가?
A 저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응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뛰어나다고 종
종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저의 꿈을 이룰 때나 재학 중 학업에 큰 이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성공하여 영
남대를 빛낼 인재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화기애애한 분위기 기대하지마세요. 다들 준비하고 긴장해서 대기실은 조용합니다.
복도에 가서 대기할 때 요약한 거 들고가서 끝까지 보고 들어가세요. 다 까먹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중국언어문화학과

면 접 방 법

진행위원이 수험번호대로 책상에 앉힘. 컴퓨터 싸인펜으로 작성할 종이 작성함. 그리고 수험표랑 주민등록증 책
상위에 올려놓고 진행위원들이 한명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랑 민증 사진이랑 수험표 얼굴사진 비교함. 5
명씩 조를 짜서 윗 층 올라가서 면접 대기함. 면접실 바로 앞에서 5명씩 기다림. 한명씩 면접하고 나오면 진행
위원이 짐이랑 폰 줌. 이제 그거 받고 나가면 됨.

질문 및 답변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미리 얘기한 적이 없었지만 들어가자마자 제시문을 줌.
Q1

자신의 전공분야,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 자료들을 수집한 방법은 말해보시오.
A 저는 중국의 사회적 이슈인 유수아동 문제, 사회신용제도 문제와 관련하여 찾아보았고 이 밖에도 중국의 문화, 역사, 정
치적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생략)

Q2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말해보고, 그 가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름을 편견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생략)

Q1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저는 앉아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하겠습니다.(생략)

Q2

3학년 진로희망이 중국문화전문가?이네요? 아까 꿈이 뭐라고 했죠?
A 한중 문화 교류에 이바지 하는 문화 상품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Q 아...그면 중국문화전문가가 되어야 하겠네,,
Q3

동아리 활동으로 AJC를 했네요? 뜻이 뭐죠?
A (당황을 유발하는 질문이었음.) 어..American, japan. china입니다.

Q 음,, 글로벌하네 그면 중국, 한국,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해보세요.
A 세 나라의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는 건가요?
Q 걍 아는 거 말해보세요.
A 일단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생략)
Q4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은 책 2개를 말해보고. 그 책이 너에게 끼친 영향을 말해보세요.
A 저는 문화로 보는 중국과 이만큼 가까운 중국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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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시간이 별로 길지는 않지만 화장실은 미리 가라고 할 때 가는게 좋습니다. 대기 중간에 가면 진행위원이랑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실분위기는 긴장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무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위원이 미리 얘기를 많이
하면 부정행위라고 간주한다고 미리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면접장 들어가면 교수님들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좀 당황합니다. 그
리고 미리 제시문면접이라는 말없이도 제시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 학업역량 평가를 인터넷에 치면 작년 면접
질문과 학종 공통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

형

창의인재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 : 1 (지원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5명씩 면접장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함. 1명씩 면접장으로 입장

질문 및 답변
질문지 4장 중 2장을 고름(2장, 2장씩 배치)
Q1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시오.

+) (2) 4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와 전자, 기계 화학 등의 융합에 대해 말하시오.
+) (3) 4차 산업혁명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Q2

불법적으로 남의 사생활 등을 캐는 해커들이 늘고 있습니다.

+) 해커들을 다시 고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기타 유의사항
4차 산업혁명, 컴퓨터 공학 등에 대해 알아가기

전

형

창의인재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 있다가 5명씩 복도에 있는 의자에 대기 후 면접관 2명이 있는 방에 한명씩 들어가 면접을 본다.
전공접합문제와 인성문제 각각 두 개의 문제 중 하나씩 뽑아 소리내어 읽은 후 충분히 생각한 다음 답하면 된다.

질문 및 답변
Q1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며 이를 응용한 사례를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단점을 말씀하시오.
A 4차 산업혁명이란 컴퓨터와 인터넷이 주인 3차 산업혁명에 지능정보기술이 더해져서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나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변화가 나타나는 산업혁명입니다. 이를 응용한 사례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VR,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등이
있고 단점은 생산직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입니다.

Q2

로봇이 발전하여 미래에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A 단순 로봇의 코딩이 잘못되어 오류가 발생하여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행동을 한 것 이라면 코드를 바로잡고 바이러스 때
문이라면 바이러스의 경로를 파악해 보안 프로그램을 짜 넣거나 기계 자체에 도덕성을 코드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넣은
것 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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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창의인재

지 원 학 과

특수체육교육과

면 접 방 법

￭
￭
￭
￭
￭

대기실에서 휴대폰 제출 후 면접관이 채점할 OMR 카드 작성함
대기 중 진행요원이 5명씩 데리고 감
고사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순서대로 들어감
면접실이 생각보다 좁으며, 2:1 면접(면접관 2명)
끝나면 귀가

질문 및 답변
Q 날씨 춥죠?
Q 긴장 되나요?
Q 자기소개, 지원동기?
Q 적성에 잘 맞는 이유?
Q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과 안좋았던 점?
Q (스포츠 교육학 언급) 스포츠교육학을 학교에서 배우나요?
Q 교권침해에 대한 생각?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체감상 5분인지 모르겠으나 5분안에 끝남

전

형

창의인재

지 원 학 과

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다 걷고 면접 끝나고 나올 때 바로 줘요.
5인 1조로 나가서 4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 보는 형식이에요. 면접관 2명이 질문지를 한
개씩 주고 학생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첫 번째 질문이 전공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인성 질문

질문 및 답변
나: 안녕하세요!
면접관: 반가워요~ 블라인드 면접인거 아시죠? 이름하고 수험번호 같은 것들 말하면 안돼요~
나: 네!
면접관: 질문지 두 개를 줄 건데 그 질문을 읽고 답해주시면 돼요.
Q1

최근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의 감축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의 생산에 대 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발전의 생산단 가
보다는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미래를 위한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해
보세요.
A 원재료가 비싸거나 중간 처리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하고, 중간 처리과정이 필요 없고 원재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실리콘 재질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울산광역시교육청

- 690 -

∙ 영남대 ∙

알고 있습니다. 실리콘 재질의 태양전지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고온 가열가정이 필요해 단가가 높아집니다. 이것을 보완
하기 위해 생산과정이 저렴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로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음~ 태양전지 중 95%가 실리콘 재질이에요. 이 말은 실리콘 재질이 가장 싸다는 것이겠죠?
A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으면서 단가도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음 그렇긴 하죠. 하지만 실리콘으로 태양전지를 만들면 최소 25년은 사용할 수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들면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A 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Q2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쌓을 텐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학생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A (생각도 못 했던 질문이라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답했어요. 그래서 잘 안나요.) 저는 존중? 배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활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그런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모른다
면 관계 형성도 힘들뿐더러 유지하는데도 많은 불화가 생길 것이라고생각합니다.

Q 그럼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배려를 한 사례가 있나요?
A 저는 개인적으로 배려한 사례 말고 2년 동안 도서부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학교시설은 누군가는 반드
시 관리 해야 하는데 제가 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여 공동체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Q 학생은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개구쟁이?
(이건 질문지로 받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면접관님이 즉석으로 물어보신 듯. 저 진짜 당황했어요..)
A (머뭇거리다가 웃으면서) 어... 저는 추진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학생은 추진력이나 리더쉽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A (실제론 많이 더듬었어요.)저는 2학년 때 물리실험거점학교 활동에서 조별 드론 만들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체
험에서 조장을 맡아 드론의 원리를 조사한 후 조원들에게 알려주고, 조립할 드론 부품을 설명해주면서 만들었습니다.
Q 제가 물리교수인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나요. 별말 아니었어요.)
A (그냥 엄청 당황했어요. 어버버거렸던거 같아요.)
Q 네~ 수고했어요.
A 다음에 뵐 때는 꼭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Q 네 꼭 합격해서 봅시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이랑 저랑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서 부담스러웠어요.

전

형

창의인재

지 원 학 과

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이기 떄문에 대기실에서 가번호를 받은 뒤 대기를 하고 3명씩 대기를 하고 자신의 순서가 되면
고사실에 들어간다. 2:1면접으로 5분 이내로 인성과 전공적합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질문 및 답변
A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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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안녕하세요. 자리에 편하게 앉으세요.(방끗 웃어주시며)
A 네. 감사합니다.

Q2

음 먼저 학교생활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과 비슷할 거 같은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예상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당황을 했지만 빨리 생각을 하고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깨지는 순
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확신이 서지 않을 거 같기
떄문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가치이며, 믿음이 있으면 영원히 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3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다음은 우리 화학공학부가 4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진 건 아시나요?
A 네. 압니다.

Q4

그럼 지원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저는 솔직하게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 화학공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4가지 전공으로 이루어진 화학공학부에
서 수업을 들으며 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 꿈을 찾고 싶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전공은 고분자
바이오소재 화학공학 전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 유기 소재에 대해 이 과
에서 함께 연구해보고 싶고 앞으로의 신소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Q5

되고 싶은 꿈이 아예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제가 네 가지 전공 중 제일 가고 싶은 전공을 찾고 고르다가 우연히 화학공학기술자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
었습니다. 화학공학기술자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는 석유화학과 화장품 연구에 관심이 많아 이 쪽 분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6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웃으며) 내년 3월에 교수님과 제자사이로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Q7

네. 수고 많았고 내년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붙으면 다른데 가지 말고 꼭 여기 와요.

기타 유의사항
9시까지 입실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일찍 와서 자신의 대기실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대기실을
잘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려 면접을 위해 확인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다급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가기 전 날이나 당일 날 아침에 꼭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같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소지품을 챙겼는지 확인해라.
왜냐하면 어떤 지원자가 수험표를 챙겨오지 않아서 대기실에 학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해주시는 분이 계속 전화를 돌리며 이
지원자 면접 볼 수 있냐고 전화하며 계속 확인한다. 그리고 면접순서는 그 대기실을 쓰는 사람들의 수험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
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잘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학부모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데 그 복도에 면
접을 대기하는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면접이 끝난 학생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하고 부모님을 직접 가서 부를 수 없음.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2인 학생 1인

질문 및 답변
Q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대해서 힘든 적이 있었던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말하고 영남대학교에 선택하
게 된 이유와 학업계획
A 저는 화학을 공부할 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해도가 높아서 공부를 할 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탄소동소체를 공부할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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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조금 어려워서 공부를 할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한 결과 풀러렌을 이용한 저
만의 목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그래서? ㅎㅎ
A 그래서~ 풀러렌의 내부가 텅 빈 축구공 모양의 분자구조를 활용하여 내부에 케라틴 단백질이나 향균성을 지닌 지방산 등
이나 의학 물질을 넣어준다면 미를 갖추면서도 치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
다. 저는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고분자 바이오 전공을 선택하여 생체재료실험이나 생체재료 등을 공
부하여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며 저만의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
학실험 동아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실험동아리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끼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저는 화학실험 조교 활동을 통해서 실습능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Q2

본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진로선택에 미치게 된 영향이 무엇인가?
A 저는 도덕심과 양심입니다. 이 자세는 연구원으로써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연구원들이 개발한 약물이나 제품 등이 인간에게 어떤 반응 일으키며 부작용은 없는지 완벽하게 알아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저는 로얼드 호프만 교수님께서 쓰신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중 탈리도마이드 부분을 읽으며 거울이성
질체분자구조가 진정최면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리도마이드는 이러한 분자구조만을 보고 임
상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한 결과 크나큰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저는 훗날 연구원이 되었을 때 어떤 분자구조나 화합
물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성질만을 보는 것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해
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Q1

화학과가 아닌 화학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화학공학과란 화학과에서 발견한 개념에 엔지니어링이라는 성질을 추가하여 실용화 되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과라
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미를 갖추면서 치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널리 보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판 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도 미를 갖추면서도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있지만 제품의 양이나 홍보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대량생산이나 홍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화학공학과에 진학
하여 과학의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경제, 홍보 등의 복합적인 시선을 통하여 저의 제품을 널리 보급하고자 화학공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책 ‘화학의 변명’을 읽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콜레스테롤에 집중하여 읽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지단백질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혈관을 막고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기름진 음식을 최대한 피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Q3

혹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준비해온 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A 저는 스펀지 같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흡수하면 부피가 팽창하는 물질입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에 입학하여 지식을 습득한 후 발전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2:1 면접으로 자리에 앉아서 고정 질문을 2개 본 후 면접시작
대기실에서 5명씩 불러다가 면접실 앞에서 대기

질문 및 답변
Q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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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A 배려와 공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최근 일어나는 사회 문제도 배려의 결여로 일어
나는 것입니다.
+)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에게도 배려해야 합니까?
A (당황해서 웃음) 그런 사람들은 IS가 지구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처럼 도태될 것입니다.
Q 화학 공학부에 오기위해 노력한 점?
A 교내 인재양성 프로젝트, 교과*진로융합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첨단소재 공학화 교수의 강연회에 참여하여 관련
지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Q 진로가 1학년 때 간호사였는데 바뀌게 된 이유?
A 1학년 땐 꿈이 없어 타인의 추천으로 진로를 정했지만 2학년 때 화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보니 세상을 발전시키고 싶었으며 화학공학에 매력을 느껴 화학 공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상장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은 무엇인지?
A 수업 참여상입니다.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던 저는 3학년 겨울 방학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3학년이 되어
서도 자리를 가장 앞으로 당겨 선생님들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선생님들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신 상이 수업 참여상
입니다. 남들에겐 의미 없어 보이지만 저에겐 소중한 상입니다.
Q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죠?
A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입니다.
+) 내용이 뭐죠?
A 챕터로 나눠져 있어 한방에 설명하기 힘들지만 설탕의 이면, 나일론, 나폴레옹 단추 등이 있습니다.
+) 그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요?
A 나일론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나일론은 비단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비단의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인공적으로 합성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일론은 이를 극복하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에게 유익한 섬유의 예이기 때문
입니다.
+) 나일론 누가 만들었어요?
A 어....만든 사람은 기억 안 나지만 만든 회사는 듀퐁사로입니다.
+) 책 저자는 누구죠?
A 기억 안 나지만 일본 분으로 압니다.
Q 우리 학교에 신소재 공학과가 있는데 왜 화학 공학부를 왔는지? (본인 생기부 신소재)
A 제가 그래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그래핀이 다른 신소재에 비해 좋은 점은 상용화가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평면적인 구조는 입체적으로 가공해야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만든 신소재가 상용화가 어렵다면 보람도 없을 것이고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공점에서 필요한 것도 배
울 수 있는 화학 공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자기소개를 그냥 안 시킴(지원자가 실수로 이름 말할까봐) 맘스터치는 사랑이지만 먹으면 체할 수 있음/ 면접
분위기 무거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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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화학생화학부

면 접 방 법

2대1 면접.
공통질문 2개, 나머지는 학생부 기반 질문(자소서 질문은 안했음)

질문 및 답변
Q 본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 학과에 대해 수집한 자료가 있어요?
A 교과과정 이수 지침, 학과 특성 산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대답함.
Q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정직함. 동아리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신뢰도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았음.
정직해야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함.
Q 영어 UCC발표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무엇을 했으며 본인의 역할은?
A 00을 주제로 번역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음.
Q 번역하는데 힘들지 않았는지, 영어로 발표하였는가?
A 힘들었지만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여쭈어봄으로써 영어 단어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됨. 그리고 영어로 발표는 하지 않고
동영상을 재생시켜줌.
Q 평소 자신의 성격은?
A 밝고 긍정적임. 주변 친구들이 저를 통해 밝은 엔머지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임.
Q 화장품과 화학생화학부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A 트렌드를 주도하는 화장품 BM이 되는 것이 꿈이자 목표이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화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기타 유의사항
예상 질문이 없어 준비하기 어려웠음. 학교 홈페이지에서 건학이념, 인재상 등을 다 살펴봐야 함.
화학과, 화학공학과, 화장품공학과 등 유사한 학과에 대한 질문지와 답변 노트를 작성하여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

전

형

창의인재

지 원 학 과

화학생화학부

면 접 방 법

책상 위에 두 분류로 종이가 여러 개 접혀있는데, 각각 하나씩 뽑고 5분 내로 답하시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Q1

화학 및 생화학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보세요.
A 주변에서 녹슨 철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금속은 산화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현상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철의
속성을 개선한 스테인리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또 볼 수 있는 현상은 없나요?
A 화학공학기술자가 화학성분을 분석하고 조합하여 약품, 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을 만들어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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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변화시켜준 책과 줄거리를 설명해보세요.
A 저는 위안부 당시의 상황을 한 피해자분의 관점에서 서술한 ‘한명’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이 책은 위안부피해자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써낸 책이어서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위안부사건보다 더욱 참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두려움 때
문에 위안부신고를 아직까지 못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또 다른 책이 있나요?
A 화학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서술해낸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라는 책이 생각납
니다. 저는 ‘화학이 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구절이 가장 감명 깊고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로션 바르는 것조차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방금 한말이 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현상은 없나요?
A 요즘 오존층 파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서 프레온가스가 나
와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광분해로 인해 염소로 분리됩니다. 이 염소가 오존을 파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환경공학과

면 접 방 법

9시까지 면접대기실로 도착
휴대전화 수거 봉투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제출
수험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 후 가 번호 배부
면접관 2명, 학생 1명으로 면접실에 들어가 10분 정도 면접
제시문 면접,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노크를 하고 면접실에 들어가 인사 후 착석)
(교수님께서 앞에 있는 공통 제시문을 보고 생각해서 답변을 위해 생각할 시간 1분 이내로 주심.)
Q1

공통 제시문 –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동안 만든 자료에 대해 설명하시오.
A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2년간 미세먼지 감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Q2

공통 제시문 –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구한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가치관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
용하는지 설명해보시오.

+) 1. 타인 존중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고 자신과 안 맞는 사람이 많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
처할 것이냐.
+) 2. 개개인의 개성 존중과 단합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Q3

(면접 지문을 물어보신 교수님이 대기환경전공 교수님이셨음.) 2년간 연구한 미세먼지 제거 드론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오.

+) 1. 고정익 드론에서 회전익 드론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봐라.
+) 2. 조그만 드론 몇 대 날린다고 얼마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Q4

대기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환경공학에서 배우고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봐라.

Q5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설명해봐라.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타 유의사항
면접실에서 교수님과 거리가 멀지 않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책상에서 면접을 진행함. 면접관 두 분 모두 학과 교수님이 들어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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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
전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3분 면접대상자 5명 내외 / 학교홈페이지 기출문항참고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와 간호학과에 오기위해 했던 고등학교 때 노력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 졸업 후 국내.외 소외계층의 의료봉사활동가로 활동 하고 싶은 지원자 남아영입니다. 저는
간호학과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다양한 보건동아리에 가입하여 응급처치방법 및 실습, 의학드라마로 의학용어 익히
기, 다친친구 직접진단하고 치료해보기를 경험하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느껴 볼 수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급상황 발생시 빠르게 대처하는 대처능력과
체력을 겸비하기 위해 방학 중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환자를 대우하는 직업 특성상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많아고 생각하여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미소연습도 하였습니다.

Q2

갈등상황발생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저는 어느 누군가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둘 중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
다 항상 한 발짝 물러나 상대방의 얘기를 우선시해서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만약의 저의 잘못이었다면 사과
를 하며 해결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면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
나갈 거 같습니다.

Q3

인생에서 지표가 되는 사람 말해주세요.
A 저는 저를 간호사가 되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신 저의 롤모델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두 분이십니다. 마
리안느 마가렛 두 분은 한국 소록도 섬에 한센병원이라는 곳에 환자의 수는 많지만 간호사의 인원이 적다는 것을 알고
발 벗고 뛰어오신 두 분이십니다. 환자들의 가족들은 물론 의사들마저 환자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이 두 분께서
는 직접 두 손으로 환자의 상처를 어루 만져주며 환자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죽은 환자의 옷을 수선
해 입는 검소함을 보였지만, 환자들의 지원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오스트리아 지인뿐 아니라 정부, 봉사단체에 연락
하여 환자들을 위한 목욕탕, 결핵병동, 정신병동을 건설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신 두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분들의 책임감
을 바탕으로 저의 의료봉사활동가라는 꿈을 꾸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전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다들 답변 외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수험표 받음 미리 뽑아 갈 필요는 없음
교수님 3분, 지원자 5명이서 면접봄
내가 간 조의 교수님들은 잘 웃으셔서 분위기가 좋았다

질문 및 답변
Q1

영산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영산대학교 학생이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A 저는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CPR을 잘 익혀두었다가 실제 자신의 할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에서 CPR을 사용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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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게 된 사연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연을 통해 보건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시
에 적용 할 수 있는 실무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곳 영산대학교의 시뮬레이션 센터를 이용해
실제 상황 시에 적용 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학습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산대학교 학생이 된다면
간호학과 동아리인 ‘널 사랑’에 들어 간호학과 선배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며 간호학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간호학과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Q2

자신이 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교훈을 얻은 봉사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저는 한별단 활동으로 배추를 심어 기부하는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배추 모종을 사 직접 심은 뒤 매일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물 주기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배추가 많이 죽
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작은 생명이라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 학기 고
추와 가지 심기 활동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물 주기를 꾸준히 하였고 주변에 영양소를 빼앗아 가는 잡초를 뽑아주며 생
명을 기르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력하여 고추와 가지는 버리는 것 없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 할 수 있었습니다.

Q3

그다지 나쁜 성격이 아닌 사람이 유독 당신에게는 불친절하고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A 저와 맞는 사람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저와 잘 맞는 것은 제 욕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관찰력이 좋다는 제 장점을 이용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관계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며 저와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들이 눈치를 보거나 불편
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예상 질문이 그대로 면접질문으로 사용되었으니 예상 질문에 답변 다 준비해가기

전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5명, 감독 위원 1명
인적성 내용 면접

질문 및 답변
Q1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갖춘 자기의 장점은 무엇인가?
A 저는 봉사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학급 도움반 친구의 도우
미로 나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Q2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A 앞서 말씀드렸던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일반인보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고 제 말도 잘 들어주지
않아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움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두 번, 세 번
다시 알려 주면서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Q3

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영산대학교의 인상깊은 활동은?
A 저는 미래에 미국 간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 환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 회화
능력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6주 동안의 필리핀 어학
연수에 참여하여 영어 회화 능력을 키워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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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자기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 지원자 4명으로 단순 질문

질문 및 답변
Q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경험은?
A 저는 3학년 반장 활동에서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조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졸업사진을 위해 조를 만들던 도
중 친구들이 각자 친한 친구와 같이 찍고 싶어 하면서 학교에서 정해준 인원에 맞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친구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친구들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싸
움이 일어날 것 같아 자신이 원하는 졸업사진 컨셉을 얘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총 컨셉이 4개가 모였고 자신
이 원하는 컨셉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가 나뉘었습니다. 다른 반에 비해 평화롭게 팀 구성을 마쳐서 선생님들께서도 칭찬
해주셨고 친구들 또한 팀 구성에 만족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반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아내고 서로
이해하면서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Q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A 1학년 때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다가 보건교사로 이직하신 선생님께 1년간 보건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응
급처치를 알려주시거나 암과 에이즈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간호사는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춘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뿐인 수업이었지만 수업이 있는 날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보건수업을 통해 간호사가 된
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사람의 생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
각을 가지게 되어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과거에 일어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지? 키우고 있지 않다면 예시를 들어 이러
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 먼저 이웃들에게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 만들 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할 것
입니다. 이후 가정이나 전문센터에서 반려동물에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소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사를 고려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는 일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는 성대수술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동물의 권리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준비하고,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좋고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본인의 생각
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자분들 말할 때는 면접관분들이 다른 지원자가 어떤 반응인지 살펴보
니깐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형

자기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자기추천자 전형은 면접을 같이 보는 친구들이 같은 과가 아닐 수 있다.
면접관은 무슨 학과의 교수인지 알지 못한다.
면접은 면접관과 학생이 3:4로 진행되었고 각 면접관이 한가지 질문을 하여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 순서는 abcd dabc cdab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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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학습에 관련하여 자신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그에 대한 극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자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해결 했지만 자신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단점이 있
었습니다. 저는 특히 문학을 배울 때 시 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은유적인 표현과 그 속에 숨은 뜻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공책 한 권을 만들어 시를 적고 옆에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저장하듯이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그림을 보았을 때 시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고 반대로 시
를 보았을 때에도 그림이 떠올라 실수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그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최근 자신이 읽었던 책이나 영화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저는 최근 읽었던 김현아 간호사님의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을 최근 메르스
첫 발생 환자가 나왔던 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직면 했을 때 그 상황을 피하
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으면서 메르스 환자뿐만 아니라 원래 중환자실에 있는 생사의 갈림
길에 서있는 환자들을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될 일이니까’라는 말인데요, 나로 인해 중환자실의 환자가 살고 그 환자가 살면서 우리 지역의 사람이 살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제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간호사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책을 가장 인상 깊었
던 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 최근 세대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선생님과 세대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A 저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350시간 이상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6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합
니다. 당연히 저는 오랜 시간 이분들과 함께 지내며 세대차이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반팔티
를 입는 것이 당연한 10대와 달리 어르신들은 맨살이 보이는 반팔 대신 얇은 긴 티를 입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도 한
어르신께서 반팔을 입은 저에게 맨살이 보인다며 옷으로 저를 덮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선생님과 세대차이가 발생할 때에도 제가 겪었던 어르신과의 세대차이 경험을 바탕
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온다면 자신의 답변이 무엇이든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자신감 있는 말투와 표정으로 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옆 친구들이 발표를 할 때에도 면접관은 답변을 하는 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있는 학생의 태도를 채점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형

자기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경찰행정학과

면 접 방 법

단체면접으로 한번 들어갈 때 4명씩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면접관들은 총 3명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질문을 합니다.
한 순서가 끝이 나면 오른쪽부터 질문을 합니다.

질문 및 답변
Q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가장 의미있게 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분리수거장 도우미를 가장 의미있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기 주위를 치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 이유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신이 목표를 가진 것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
서 자신이 평소에 자신이 하였던 행동들을 뒤돌아 볼 수 있었고 자기 주위를 말끔하게 치우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가장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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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분 모두 경찰행정학과를 지원을 하셨는데, 경찰행정학과를 지원을 하게 된 게기와 영산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
인가요?
A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하여서 경찰행정학과를 지원을 안할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교를 가지 않을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인 중 현직 경찰관분과 경찰이 되는 법과 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는 ‘경
찰행정학과를 지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이 노력을 한다면 경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지내는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을 다
니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경찰행정학과에서 굳이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학생들을 가르치
는 교수 등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산대학교에 진학 중인
선배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은 재학생들의 목표인 경찰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들어 저의
꿈을 이루고자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최근 반려견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반려견의 잦은 울음소리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입니까? 현실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A 네 저는 반려견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반려견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
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화가 날 거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사전에 사과
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려견과 원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철과일이나....아 재철과일 뿐만아니라 과자를 나누어 준다던
지 혹은 커피라도 같이 마시면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친근감을 쌓으며 해결방안을 같이 찾을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긴장을 푸는 것?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면접이므로 당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전에 모의면접을 좀 강하게 하면은 실전에서 엄청 도움됩니다.

전

형

일반고 면접

지 원 학 과

경찰행정학과

면 접 방 법

다수 면접관이 다수 학생에게 5~10분간 질문하고 대답

질문 및 답변
Q1

경찰의 꿈을 꾸게 된 이유
A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개구리 소년 사건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아동 사건에 대해 알아보다가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이것을 계기로 경찰을 꿈꾸게 되
었습니다.

Q2

범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범죄는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지원자는 죄를 짓는 범죄자가 성선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악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성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도 처음부터 범죄자가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
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나 타인에 의해 악한 마음이 생겨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Q4

자신의 좌우명이 무엇이고 이것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가?
A 저의 좌우명은 ‘될 때 까지 포기란 없다입니다.’ 저는 과목 중 수학을 유난히 어려워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
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강의를 보거나 풀 수 있을 때까지 파고
들어 문제를 풀어내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발전은 아니었지만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Q5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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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대학생이 된다면 대학 강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있는 강의 중 하나인 범죄학에 대해서 들
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경찰의 생명은 체력이기 때문에 영산대학교 유도 동아리 하랑에 가입
해서 체력을 길러 경찰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의 표정이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일단 웃어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전

형

자기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분 학생 4명

질문 및 답변
Q1

본인의 학습 태도 장단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A 학습태도에서의 저의 장점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21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충격을 받아 수학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노트에다가 30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반복해서 풀다보니
문제의 위치나 답을 외우게 되어서 이를 막기 위해 A4용지를 6등분해서 교과서 문제를 옮겨 적은 다음 섞어서 뽑은 문
제를 푸는 방식의 공부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부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2학년이 되어서는 3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성적이 향상되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노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
겼습니다. 저의 단점은 미루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너에 해야할 일을 적고 완료하면 형광펜으로 알록달록하게 칠했습니
다. 해야할 일을 완료해서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플래너를 보며 쾌감을 느껴서 해야할 일을 완료하려 노력했고 덕분에 미
루는 습관까지 완벽하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Q2

친구관계에서의 장단점
A 친구관계에서의 저의 장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
람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히 대하며 친구를 만들 때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를 만드는 성격입니다. 또 친구들
의 고민을 들어주며 공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며 친구의 고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같이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
력합니다. 친구들은 고민이 생기면 저에게 이야기 할 만큼 저는 친구들에게 신뢰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친구관계에서의 저의 단점은 친구들은 챙기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을 신경 쓰다 보니 제 자신을 잘 챙기지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 자존감도 떨어지며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기 위해서 칭찬노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번 씩 제가 잘한 일이나 저의 정
점을 5개씩 적었습니다. 이걸 적다보니 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이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자신이 꿈을 갖게 된 계기와 그 계기에 영향을 준 인물이나 책 영화는?
A 저는 2학년 때 ‘13년 동안의 오진을 밝혀낸 물리치료사 윤명옥’ 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물리치료
사에 대해 흥미가 생겨 알아보니 파라핀 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등 다양한 물리요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걸을 수 없었던 환자가 물리치료사의 치료를 받고 걷게 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고 새 삶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물리치료사를 희망하
게 되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성실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학생입니다. 입학해서 공부든 실습이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해서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 저 혼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닌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친구들
을 이끌어가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치료사로 가는 첫 걸음을 영산대학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거 성실과 노력의 정석이라는 것을 입학해서 꼭 증명해보이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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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대 ∙

전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3~4명 내지 다수 구술면접 (10분) / 앉아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영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 어려서부터 자주 다쳐 다치는 족족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물리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보
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본인에게 물리치료를 직접 공부해보고 행동으로 옮겨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어
주었다. 이를 계기로 본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자신을 보고 타인 또한 자신의 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본인의 경험은 물
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꿈꾸기에 좋은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Q2

본인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A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진로를 고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고등학교라는 곳은 모두 개개인의 명확하고 구체적
인 진로를 원한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꿈이 없었던 본인으로서 이 시기는 정말 크고 힘들게 다가왔다. 무엇이라도 해
보자라는 일념 하나로 당시 본인이 하고있던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의 어려움, 신체적인 불편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등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자신을 성장해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렇기에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였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Q3

첫 월급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싶은가?
A 어머니께 다리 안마기를 사드리고 싶다. 한창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기 어머니께서는
항상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누가 성공하겠나, 엄마가 있으니까 다 괜찮다” 라는 말을 해주시곤 하였다. 당시 본인에게
이 말 한마디는 그 어떠한 말보다 위로가 되어주었고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있는것 같다. 그렇기에
본인은 어머니께 본인의 진심이 담긴 선물을 가장 먼저 건네드리고 싶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와중에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탄생하고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숫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의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본인은 모든 사람들이 의료에 있어서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본인은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한 도심외곽지역, 촌락등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소, 의원
등에서 의료기술직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에 대해 공평한 권리를 누리게 도와드리고 싶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시 복장은 자유 복장이나 교복을 입고 오는 학생이 많았음.(본인은 맨투맨에 청바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준비위원분들이 최대한 긴장을 풀게끔 말을 많이 걸어주심.
면접장 안에는 면접자를 포함하지 않고 총 5명 정도가 있음. (면접관 3명, 준비위원 2명)
모두들 잘 웃어주시고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니 긴장을 풀고 면접에 응해도 될 것 같음.
돌발 질문은 아예 없고 면접 기출 자료에 있던 그대로 나왔음.
전문적인 학과 지식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니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음.

전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 2. 4인 1조로 면접실에 입실 / 3. 공통질문 3개 답변 후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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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많은 대학의 물리치료학과가 있는데 굳이 영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A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해외로 나아가고픈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면
미국 물리치료 전문 박사과정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영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을 통해 자신을 어필해보세요.
A 저는 주위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늘 주위 사람들을 밝게 대하고 고민도 자주 들어줍니다. 물리치료사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제 성격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중
요한 물리치료사와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Q3

면접을 보러오면서 대학에 대해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A 먼저, 대학의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 올라오면서 본 학교의 시설도 깔끔해서 좋았지만 학업에 방해되
는 것들이 없어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잡혀있는 것 같았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산책로를 통해 걸으며 마음이 편
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각 학과별로 대학 홈페이지에 작년 면접기출문제가 준비되어 있음.

전

형

자기추천자전형

지 원 학 과

치위생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3명 : 지원자4명 대기실에서 대기 후 4명씩 면접
들어갈 때 제가 인사 맞춰서 하자고 해서 다같이 인사함.

질문 및 답변
Q1

고교생활 중 가장 잘했던 과목과 그 비법은?
A 저는 생명과학을 가장 잘하였습니다. 생명과학이 치위생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비타민A가 부족해 잇몸이 약해져
범람질에 이상이 생기는 등 치아에 관한 질병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열정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비법은
저만의 개념정리 노트인 생생 노트를 만들어 선생님의 필기를 참고하여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다른 친구들은 한국사,
법과 정치 등 답변함)

Q2

굳이 영산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A 제가 영산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대학 진학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인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학진학 박람회라는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님과 상담을 하며 해외 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저의 바람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다른 친구들은 사촌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고 캐나다 호주로 공부하러 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함)

Q3

협동심을 발휘하였던 경험이 있나요?
A 저는 교내 체육대회에서 협동심을 발휘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내 체육대회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만큼 협동심이 필요
한 활동입니다. 친구들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여하기 꺼려하였지만 저는 자의적으로 참여하고 저의 이 태도로 친구들
과 함께 줄다리기와 전략줄다리기 등 종목에 참여해 우승까지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다른 친구들은 미술실 꾸미기
등 답변함)

Q4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보충해야 할 말 있나요?
A 생명과학을 잘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교내
에서 할 수 없었던 실습적인 부분에서 보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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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대 ∙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치위생학과

면 접 방 법

4인의 학생이 대기하고 있다가 3분의 면접관의 질문에 1-2-3, 3-2-1순서로 돌아가며 대답

전

질문 및 답변
Q1

많은 치위생학과가 있는 학교 중에 영산대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저는 치위생학과 지원 결정 후 영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산대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다솜누리’라는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사회소외계층사람들에게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주고 싶었기에
영산대에서 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영산대 치위생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자신의 단접은 무엇이며 그 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A 저는 남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좋기만, 반대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 상대방이 제 말로 상처받을 까봐 제 의사를 감
추고 표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사람들과 말할 때 남이 존중받고 있단 생각이 들게끔 말을 라
고 무엇보다도 제 의사에 제가 자신감을 갖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자신의 좌우명과 그 이유?
A 저의 좌우명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입니다. 저는 고교시절 수행평가를 미루다 시간내 완성을 하지 못해
감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뭐든 미리 해 두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 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
문구를 제 좌우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조건 적으로 손들고 자신이 준비했지만 못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태권도학부 태권도학과

면 접 방 법

3 : 4 면접

질문 및 답변
Q 태권도의 기본소양을 설명한다면?
A 태권도는 예의를 중시하며 정신력과 신체를 단련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입니다. 이상입니다.
Q 앞으로 본인이 태권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
A 태권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동하는 분야이기도 한 만큼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고, 더욱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시점에, 저의 특기인 마샬아츠 트릭킹을 태권도와 조화롭게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강인
한 인상으로 알리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Q 제2외국어와 태권도학과의 연관성은?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하며, 특별히 영산대학교 와이즈유 태권도학과에서는 유
럽 해외 인턴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2외국어를 익힌다는 것은 태권도가 해외로
수출될 때 저 개인을 남들보다 더 경쟁력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705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기타 유의사항
이번에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별도로 자기소개의 기회는 주지 않았음.
한 번에 4명의 면접자가 입장하고, 질문 답변 순서는 해당 입장 순서에서 홀수번 질문은 가장 먼저 들어간 학생부터 순차적으
로, 반대로 짝수번 질문은 마지막 입장순서였던 4번 학생부터 답변한다. 이 글을 쓴 본인도 4번으로 입장하였기 때문에, 2번째
질문을 같은 조 응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답변하였음.

전

형

일반고면접

지 원 학 과

호텔관광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험번호 대로 4:4면접을 봅니다.

질문 및 답변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교수님들이 긴장을 풀어라고 간단한 대화들을 하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다
Q1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해 정하는 과정에서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의 조언을 토대로 호텔리어 라
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더 알아보다가 영산대학교 호텔관광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잘 기억이안 남 대충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음)

Q2

자신의 롤 모델과 그 이유

Q3

우리대학에 오면 하고 싶은 활동 과 자신의 잠재적 능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잠재적 능력은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Q4

배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배려를 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제가 생각하는 배려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예전에 요양원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청소하고 도와준 것만이 아
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캐롤 노래와 춤을 준비하고 목도리를 직접 짜 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봉사활동 보
다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 챙겨가기, 예상지문에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올까말까 하니 예상지문 내용만 준비하지 말 것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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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 ∙

우송대학교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게임공학과

면 접 방 법

처음에 종이에 뭐 쓰라고 함. 종이에 면접 기출문제들이 있음. 원래 면접과 2 학생 1이였는데 시간이 너무 오
래 걸려서 학생 6명이 다 같이 봤음.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A 중 2여름방학부터입니다.

Q2

이 학과에 오기위해 무슨 노력들을 했나요?
A 동아리에서 게임 기획을 하였습니다. (내가 했던 활동들을 이야기했음)

Q3

앞으로 내가 고쳐야 할 점? 대학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점?
A 동아리 활동하면서 세계관을 구성할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할 말
A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인디게임으로 게임을 제작하여 출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게임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비
슷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운영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게임,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해 주고 회상하며 추억이 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할 때는 기출문제에 있던 내용 1도 안 나옴.
포트폴리오는 USB가져가도 보여줄 수 없어서 소용없음. 책으로 만들어가는 학생이 있었음

전

형

독자적기준

지 원 학 과

글로벌조리전공

면 접 방 법

4:2 면접 ( 학생=4, 감독관=2 )

질문 및 답변
Q1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저는 꾸준함과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꾸준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모
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기초가 잘 다져져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기초가 잘 다져져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
하게 기초를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기초를 꾸준하게 잘 견뎌내
야 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떳떳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
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 떳떳하기 위해서는 위생이나 들어간 재료의 신선함, 양처럼 당연한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하는
데 이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정직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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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방에서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팀워크를 잘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없이, 서로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
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갈등만 깊어질 뿐, 팀워크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만 내세
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서로의 의견을 수용해 나간다면 서로의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요리의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았거나, 공부해 본 것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A 저는 하나의 음식보다 분자요리라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최근에 TV나 유튜브 같은 여러 매체에서
수비드와 같은 다양한 분자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요리인 분자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게
되었습니다. 캐비어나 액화질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에 대해 공부하고 발표해 보면서 가장 하고 싶은 요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 우송대학교 글로벌 조리학과에서 BCC프로그램을 이요해서 분자요리에 대해 전문
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Q4

영어로 수업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A 저는 우선 영어로 된 교재를 번역해서 저만의 한글로 된 교재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항상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들으면서 번역하면서 공부함으로써 듣기 능력과 이해 능력을 같이 향상 시킬 것입니다.

Q5

자기소개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요리로 저
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셰프가 되고 싶은 류태근이라고 합니다.

Q6

What is your favorite international food, and why?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비프 부르기뇽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만드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가장 하고싶은 프랑스 요리에서 전통적이면
서 대중적인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Julie 4 Julia라는 영화에서 프랑스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 비프 부
르기뇽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 후에 직접 해서 먹어도 보고, 식당을 찾아가서도 먹어보았는데 ‘프랑스 요리라고
해서 모두 느끼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면서 프랑스 요리를 하고 싶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Q7

마지막 한마디
A 저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사람들 몰래 병원에서 치료도 여러번 받아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
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요리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행복을 느끼
고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해서 안나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맛있는 요리로 과거의 저처
럼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기부여 해주는 셰프를 꿈꾸게 셰프를 꿈꾸게 되었고, 이
곳 우송대학교 글로벌 조리학과에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Ⅱ)

지 원 학 과

글로벌조리전공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수험번호와 이름표를 받아 대기합니다.
대기실에서 짐을 들고 와인스테이션으로 이동하여 면접을 합니다.
면접은 4명이 조를 만들어 4명이 함께 들어가고 우리를 평가하는 교수님께서는 모두 3명으로 3대4의 면접을
합니다.

질문 및 답변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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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질문) 한식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한식의 우수성의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Q (공통질문) 요리사에게는 체력과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체력과 건강 관리를 현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Q (뽑기질문)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갈등과 문제를 경험한적이 있는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갈등과 문제를 해결했는
지 대답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우송대 홈페이지에 있는 면접예상 질문지가 있지만 질문지에 있는 내용의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심층면접을 연습하거나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ll)

지 원 학 과

글로벌외식창업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3(외국인교수2,한국인교수1):학생4
면접의 대부분 진행은 한국인 교수님이 맡아서 하셨고 영어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한국인 교수님이 통역을 해
주셨음.

질문 및 답변
Q 자신이 글로벌외식창업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막연한 제과제빵사가 꿈이였으나 평소 마블영화를 즐겨보았고 2학년 당시 마블의 외국인 배우들이
한국 시사회에 참여하고 나서 한국의 과일을 먹어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토종 과일
을 낯설어하고 먹기에 두려워하였지면 먹고 나서는 새로운 식감과 맛에 좋아하고 자주 먹고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런
한국토종과일을 외국인들이 거리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마카롱이나 타르트에 대입해 보고 싶었고 외국인을 공략한 나만의
디저트를 만들어 브랜드창업을 하고 싶어서 글로벌외식창업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글로벌외식창업학과에 와서 학업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A 저는 제가 가장 희망하는 제과제빵 수업을 듣고 싶고 이외에는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소셜 마케팅 수업과 프렌차이즈
경영에 대해 배워보며 경영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보고 싶습니다.
Q 외국인 교수님이 학생들이 입학한 후부터 전담을 해야 하는데 영어로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영어가 불편하면 한국어로
하여도 통역을 해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일을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한국과일만의 특색을 보여주고 싶은 학생입니다. 혹
시 좋아하는 한국 과일이 있으신가요? (감이랑 배를 이야기 하셨음) 저도 배의 아삭한 식감과 감 특유의 맛을 좋아하는
데요 이런 과일을 외국인들에게 보다 친근한 디저트로 다가가기 위한 저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이 학과에 지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답변함)
Q 대학에 오면 사회생활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학생의 사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와 같은 부분에
서 말씀해주세요.
A 저는 학생회활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옅볼 수 있습니다. 학생회 자체가 많은 학생들이 학교행사와 학생들의 복지를 위
해 힘쓰는 활동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단체성을 길렀고 학생
회를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낯을 많이 가렸던 성격이여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낯가림을 조금 없애고 학교활동
에 저의 도움이 들어갔으면 해서 학생회활동을 했습니다.
Q 외국인교수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나요?
A 평소에 읽으셨던 책들 중에 마켓팅과 서비스 중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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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면접실이 매우 크고 소리가 울려서 말을 크게 안 하면 교수님들께 안 들림.
한국인교수님이 통역할 때 중요단어 위주로 통역을 하셔서 미리 영어로 자기소개 준비해야함.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 기반 질문 / 면접관 3 : 수험생 1 (15분 정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 지원동기

Q2

우송대학교에 관심가지게 된 이유?
A 학교에 오셔서 설명해주신 선배님~~, 학과 특이 프로그램 언급

Q3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이유
A 역사 등 암기과목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지 않음. (이유 설명도 함)

+) 1.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이지만,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A 국어 공부를 할 때 그 작가의 일대기나 시대상황을 열심히 조사하고 이해하려 노력 ~~~
+) 2. 작가나 시대상황 예시?
A 작가~~~~~
Q4

영어 답변 준비한거?
A 영어자기소개 함.

Q5

영어수업인데 자신이 내세울 강점?
A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끈기~~, 외국어 좋아함

Q6

우송대학교에 다른 것도 지원했는지?
A 글호매 다른 전형 지원했다고 함.

+) 1. 교과전형 붙을 것 같은지?
A 붙을 것 같다
Q7

행발에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적혀있고, 실제로도 차분한 성격인 것 같은데 호텔리어로서 안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A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3학년 때 ~~~~극복함. 그리고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데에 차분함이 큰 도움될 것~~~

Q8

이 학교오니까 어떤지?
A 교수님들도 너무 좋고~~ 학교 시설도 ~~~ 선배님들도~~

Q9

마지막 할 말?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 많았고, 분위기는 좀 딱딱함. 그리고 꼬리질문 담당하셨던 교수님은 진짜 다른 후기에서도 무섭단 소리가 많았음. 지
원자 수가 적어서 그런가 다른 학교에 비해 면접 시간이 길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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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ll)

지 원 학 과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 기반 X
면접관 2 : 수험생 4 (15분 정도,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함.)

질문 및 답변
우선 영어로 답할 수 있다면, 다 영어로 답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하셨음.
Q1

영어로 자기소개 or 한글로 자기소개

Q2

사회적 협력 경험과 호텔에서 사회적 협력 중요한 이유?
A 자율동아리 경험, 호텔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면서 협력 경우 多 ->예시로 설명

Q3

호텔에서의 경험 & 인상 깊었던 점
A 호텔 경험 얘기하고 내 진로 관련해서 강조함.

Q4

마지막 할 말?
A 프로그램 중에서 하고 싶었던 거 말했음

기타 유의사항
영어로 말씀해보라고 하시지만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음. 실제로 다 한국어로 하는 친구도 있었음. 그리고 학과장님이랑
한국인 분 오셨는데, 학과장님은 아예 한국말 못하시는 것 같았음. 분위기 굉장히 잘 풀어주셔서 긴장은 하나도 안 됨. 그리고 순
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질문 듣고 손들어서 답변함.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ll)

지 원 학 과

솔브릿지국제경영학부

면 접 방 법

2:2 (학생-면접관) 면접관 두분 다 한국인
4층 강당에서 대기하다가 13층으로 이동&대기 후 2명씩 면접실로...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왜 합격해야 하는지 자신의 강점과 역어 설명
A 목표가 영향력 있는 글로벌리더가 되는 것임. 나는 그것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뱃지를 보여주며)
등의 활동을 해왔고 도전정신과 발표력을 길렀음. 이곳에 오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합격해야 함.

Q2

솔브릿지 지원동기
A 상담선생님의 추천,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 다양한 가치관의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매료됨. 또한
AACSB의 인증을 받은 학교임을 알게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학교라고 느낌. 나는 해외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솔브
릿지의 이러한 강점들에 반해 지원하게 됨.

Q3

영어수업이고 외국인도 많아 적응이 힘들 텐데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A 사실 자기소개를 준비해 왔음. 내가 합격한다면 오늘 자기소개를 영어로 준비해 온 것처럼 준비하고 노력할 것임.

Q4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A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의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기계의 발전?)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기계화라고
생각함. 드론, 자율주행, AI인공지능을 예로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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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된 계기와 기획의도

Q6

성적이 높은 편인데 다른 학교는 어디 지원했는지

Q7

다른 학교 합격해도 이 학교에 올 것인지

기타 유의사항
안내 해주시는 재학생분들과 친해지면 좋음. 덕분에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의 특징이나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음(면접 TIP)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ll)

지 원 학 과

외식,조리경영전공

면 접 방 법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예상 질문지를 참고하여 준비함.
자신이 배정받은 날짜, 시간의 학생들 중 선착순으로 4명에서 진행하고
교수(면접관) 2명과 진행하였으며 순서는 임의로 질문함.

질문 및 답변
Q1
Q2

A 자기소개
본 전공이 본인(면접자)을 뽑아야하는 이유.
A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만의 밝은 에너지와 이타적인 마음가짐으로 학과동기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
으로 화목한 분위기에 원만한 학과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및 실력을 길러 세계적인 인재가 되어 본
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취업 등에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Q3

조리와 경영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A 조리에서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고 경영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리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 해 체계적으로 요리를 만들
어 내는 것이기에 자신의 파트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영은 한 사
업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무리한 성장보다는 안
정적으로 경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4

팀 프로젝트와 개인과제 중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가?
A 저는 팀 프로젝트를 더 선호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 과제를 완료하는 것은 팀워크나
책임감 향상 훈련을 시켜주고, 이 능력은 나중에 요리사가 되어 레스토랑의 체계적인 상황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5

요리라는 꿈을 갖고 외식,조리경영전공에 지원할 때 부모님의 반대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
A 저의 부모님이 저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려고하나, 제가 요리에 잠깐 관심을 갖은 것이고 직업으로 갖기
엔 흥미를 잃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며 부모님이 믿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준비 잘하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장래희망을 생각하고 그 전공에 지원한거라면 미래 장래희망을 이룬 자신의 모
습에 대해선 생각해봤을 것. 그 생각만 해봤더라면 준비 못한 질문이라도 어려운 질문은 없을 것이며, 해본 생각을 토대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내면 후회는 없는 면접이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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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ll)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3:3면접 / 면접실 1에서 10분 동안 사진을 보여줌.
면접실 2에서 면접 (공통질문 2, 개인질문 2)
생기부와 자소서 X

질문 및 답변
Q1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이유
A 준비한 지원동기를 차분하게 대답함

Q2

앞서 보여준 사진에 대해 스토리텔링하세요
A 차분히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모두 다 말했음

Q3

유치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A 유치원은 사회에 나가기 전 처음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유치원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설득하겠다고 했음

Q4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A 고등학교 생활 중 힘들었던 경험을 말했음.

기타 유의사항
개인질문 중 1개는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예상 질문도 있지만 처음 보는 질문도 있기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뻔한 대답은
좋아하지 않음.
대기실에서는 휴대전화 미제출. 면접실 앞에서 휴대전화 제출.

전

형

잠재능력우수자

지 원 학 과

유아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과 1명의 학생으로 진행 / 10분에서 15분간 진행

질문 및 답변
Q1

본인수험번호와 이름 한번 말해주세요
A 3010389106 김도희입니다.

Q2

우리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교실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Q3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김도희입니다. 저의 위미는 공연관람과 독서입니다. 이러한 취미활동들로 꾸준
히 향상시켜온 저의 풍부한 감수성과 뛰어난 공감능력 그리고 관찰력을 통해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학
생, 장점을 잘 알아보는 학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뛰어난 이 세 가지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아
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교사를 꿈꿔왔고, 이제 이고 우송대에서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Q4

유아교육동아리에서 실시했던 교구 만들기 활동에서 어떤 교구를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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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일그림을 보고 부작위로 나열된 자음과 모음들을 조합하여 해당 과일의 이름을 맞출 수 있는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 본인이 만든 교구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 직접 아이들에게 사용해보지 못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교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 교구에 대해 탐
구하였고, 정성을 들여 제작한 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나?
A 사촌 동생이나 여러 모임 또는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 아이들의 연령대는 어땠나?
A 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 영 유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A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우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도 들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우는 것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
는 아이들은 더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Q6

자기소개서에 유치원교사 과련 영상을 봤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나?
A 유치원교사의 하루 일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 영상 속 유치원교사들은 보통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였나?
A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9시에 출근해 6시 정도에 퇴근했던 것 같습니다.
Q7

유치원교사로서의 자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유치원교사로서의 저의 강점은 뛰어난 공감능력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사회화와 사회성 등을 기르기 위해선 서로의 정
서적 교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정서적 교감을 위해선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
한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8

자신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저의 단점은 성격이 조금 급하다는 것입니다.

+) 그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
A 여러 가지 개인 적인 훈련들을 통해 인내심을 길러 극복할 것 같습니다.
Q9

연극부 활동은 왜 하였나?
A 저의 취미인 공연관람을 하던 중 문득 직접 무대위에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배우로 전향할 생각이 있나?
A 저의 가장 큰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할 생각은 없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저는 이제 막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저의 첫걸음을 이곳 우송대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긴장하면 말을 하는 도중 숨이 차고 그렇게 되면 말이 빨라지니까 너무 많이 긴장하지 말기. 정확하지 않고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모른다고 하기 괜히 비웃음 살 수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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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전형)

지 원 학 과

IT융합학부

면 접 방 법

교실과 같은 구조로 면접 순서대로 두 명씩 앉아 대기함.
‘ㄷ’형태로 책상이 배열된 구조여서 당황했지만 인사할 틈도 없이 앉으라고 함.
면접관과의 거리는 2m 정도였고 면접관은 3명이 있었음.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
A 꿈과 관련지어 배우고 싶은 교과를 예를 들며 답변함.
Q 어떤 빅데이터를 다루고 싶은가요?(최근 이슈화된 기술을 접하면서 느낀점과 함께 답을 요구함.)
Q 주변에 IT분야와 관련된 직종의 사람이 있는지?
A

없습니다.

Q 그럼 IT 분야를 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Q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A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익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라고 답변함.
Q 같은 영역인데...
A 영어와 국어를 비교하며 답변함.
Q 통계학과 관련 책을 읽었는데 통계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공부할 때 어땠때는지?
Q 2학년때 결석을 5번 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는지?
Q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기타 유의사항
자신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사는 꿰뚫고 면접에 갈 것!!!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것!!!
구체적인 목표와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니깐 철저하게 준비할것!!!
면접 준비만 잘 해가면 분위기 좋으므로 긴장 안하고 잘 볼 수 있음.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IT융합학부

면 접 방 법

생기부 기반, 시간 10분

- 715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질문 및 답변
Q IT 융합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지금까지 기계, 전기전자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어온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는 IT 기술이 가장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 예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Q 학교 생활을 하면서 책임감을 발휘했던 사례
A 자율선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나 일이 있을 때마다 반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이끌고 맡은 바를 다하였습니다.
Q 동아리 하신 것 있나요?
A 2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며 IT 기술이 우주산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3학년
때 연계 동아리를 운영하며 로봇팔과 전도 소자를 이용한 활동을 했습니다.
Q 로봇팔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관절과 기타 세부 사항이 있을까요?
A 저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ㄱ입하여 손가락과 팔 부분을 조립, 분해하였습니다.
Q 프로그램을 돌려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A CAD 라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면을 설계, 제작해보고 C언어라는 프로그램을 혼자 예문을 보며 독학으로 실행시
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는 앞으로의, 그리고 다가올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비전, 목표를 추구하고
전망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러한 꿈을 꾸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이고, 저를 놓치시면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기타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봄. 허락을 구하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음. 질문이 끝나더라도 자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음.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IT융합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A 코딩 실력 뿐만이 아닌 구성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Q 진로희망을 위해 노력한 점
A c언어 관련 서적을 구매해 읽고 숫자야구, 소코반 등의 개인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설립하고
깃허브에 가입해 타인과 지식 공유를 하였습니다.
Q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
A 의료에 관심많던 친구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하고 그 값이 위험범위에 들어갈시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보
내는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심박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거나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앞서 비
슷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의 글을 보고 영감을 받아 해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두려웠던 앱
분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 716 -

∙ 울산대 ∙

Q 게임 좋아하나요
A 네.. 좋아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에 혼자 들어가서 면접
면접시간은 10분 이내로 타이머로 10분을 설정하고 시작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과목이 있었나요?
A 저는 사회를 어려워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시사 문제들을 알아야한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교내 토론행사에 사회자 및 타임키퍼 역할로 참여해 한 가지 시사 문제에 관해 여러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2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A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학생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간호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대학 병원에 갈 일이
없었고 동네 병원에만 가서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간호사에 대
해 알 수 있었고, 삶의 귀중함과 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무슨 일을 하셨나요?
A 잡다한 일을 하였습니다. 쓰레기통 치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병동침대 닦기 등을 하였습니다.
+) 병동에서 일하셨어요?
A 네 81병동에서 일했습니다.
Q3

진로희망이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A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중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들에 도움이 되고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권유로
연구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봉사 동아리 활동과 대학병원봉사활동을 하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Q4

재학 중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A 저는 2학년때 동아리 차장으로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1학년때 2학년 선배들을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서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느낄까 고민하는 속에 동아리 활동 전날 주제를 하나 정해 단체채팅방
에 공지를 한 뒤 동아리 활동 시간에 자신이 생각해 온 의견을 마음껏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해 활동했습니다. 그러자
1,2학년이 위화감없이 어우러져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매년 세계 금연의 날마다 흡연 예방 릴레이 합동캠페인을 운영했고,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건 소식지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 보건 소식지를 제작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A 그때가 여름과 가을 쯤이였어서 저는 식중독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Q5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전문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그리고 인성과 적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업인 만큼 적성에 맞지않으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직업보다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많다보니 인성적인 면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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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간호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A 저는 봉사정신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일하는 것만큼 봉사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어려운 의학용어를 환자에게 쉽게 전달해 주어야 하므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7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저는 성격이 밝고 쾌활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며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신경쓰지 않아 표정이 굳어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차갑게 느껴져 다가가기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1학년 학기 초에 친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자리에 앉은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다가가 친해졌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니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다가가기 힘들다는 말을 해주어서 알게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대할 때 웃으
면서 대했습니다.
Q8

아까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 시각을 길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제가 토론 대회에 사회자 및 타임키퍼 역할로 참여했을 때 주제가 통일은 해야 하는가 였는데, 사회자 및 타임키퍼 역할
로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다 알고 있어야 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여러 입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서
이 점이 여러 시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10분씩 / 면접관 3명, 면접자 1명 /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Q1

진로와 관련해서 활동했던 동아리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동아리 활동은?
A 저는 메딕스라는 동아리에서 보건실 도우미 활동, 의료관련 토론 활동등을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해부활동이 가장 기억
에 남습니다.

Q2

해부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해부했습니까?
A 저는 소눈, 개구리해부, 돼지 심장, 양뇌등 많은 동물들의 장기들을 해부해보았습니다.

Q3

그 해부 활동중 징그러웠던 것은 없었습니까?
A 저는 다른 것들은 괜찮았지만 소 눈이 꺼렸습니다. 처음 소 눈을 받았을 때 냄새가 독하고 징그러워서 조금은 그랬지만
나중에 수정체를 꺼내기 위해서 지방을 잘라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주에 간호사가 되어서
도 당황스럽거나 징그러운 것을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4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고 그 과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A 저는 수학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풀기 보다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어떤 과정
을 걸쳐서 이 공식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난뒤에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풀었을 때 아 풀었다, 해냈다. 라는 느낌이 좋았
기에 수학 과목이 가장 좋았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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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어떤 과목을 싫어합니까? 그 이유는?
A 저는 국어 과목을 싫어합니다. 지문을 읽고 그에 따른 답을 찾으려고 할때 찾아지지 않는 느낌이 싫었기에 국어중 비문
학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Q6

국어 과목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A 저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질문을 읽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저는 다양한 지문이 들어있는 문제지를 사서 풀어보며 극복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Q7

그렇다면 국어 성적이 좋게 나왔는가?
A 제가 만족할 만큼의 국어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Q8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A 저는 집수리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봉사를 하러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부
실하게 되어있어서 판자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추울때는 춥게 생활하시고 더울 떄는 덥게 생활하시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많
은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Q9

집수리 봉사활동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A 벽지를 도매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안마도 해드리고 고생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커피도 타드렸습니다.

Q10 3년동안 간호사를 꿈꿔왔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간호사에게 어떤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A 저는 간호사에게 전문성과 침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환자의 죽음과 삶이
갈라지는 순간 지식을 발휘하여 환자를 빠르게 치료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고, 침착성은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
고 있더라도 그 순간 당황하여 잘못된 지식으로 환자를 대한다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침착성
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

고른기회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이며 면접관이 3명 있고 1명씩 들어감.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질문

전

질문 및 답변
Q1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나요?
A 저는 국어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그 속에 든 작가의 의도, 심정과 표현 방법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토론 활동을 좋아하는데, 국어 시간에 여러 사회적 문제에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국어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Q2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말하고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A 읽은 책 중에서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관점에서 보는 간호사의
모습이 아닌 간호사 자신이 직접 임상에서 겪은 읽을 서술해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간호사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간호사 태움 문제에 관해 태움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3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A 저는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 마인드가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화력이 좋아 처음 보
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너무 사교적인 탓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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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견 중 하나를 고를 때 결정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급 회의 중에서 친구들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
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결정을 못 내린 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급 회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Q4

간호사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A 물론 봉사 정신과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소통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어려운 의학 용어를 환자에게 전달해줄 때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으로서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5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 의미를 두고 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A 보건복지 동아리에서 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의료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보며 간호사의 역할을 알고, 간호
사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책임감과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을 알고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여러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6

기억에 남는 의료 다큐멘터리와 영화
A 다큐멘터리는 7요일, 영화는 아웃브레이크에 관해 이야기 함.

Q7

학기 중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A 학교 행사 중 ‘나의 꿈을 노래하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 반장이 곤란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
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하는 반장을 위해, 아무런 계획이 없는 반 전체를 위해 행사 준비 과정을 책임진 경험이
있습니다. 노래를 정하고 개사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가운데에서 조정하며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반은 큰 문제 없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 수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Q8

간호사가 된다면 내 이런 점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나?
A 저는 멘탈이 조금 약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를 마주하거나 실수를 해서 의사나 선배 간호사에게 혼이 날 때 정신
적으로 버티기 힘든 순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멘탈을 잘 관리해 쉽게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9

간호사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것인가요?
A 저는 평소에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몸을 최대한 움직이는 여가생활을 찾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압박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생기부 위주로 물어보니까 생기부 열심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상 질문지가 없기 때문에 면접 대비가 조금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질문 만들어서 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건축공학과

면 접 방 법

교수2분 면접자 1명 /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1

동아리 발표대회 수상
A 동아리에서 실제로 한 내용을 ppt로 제작하여 팀워크를 이뤄 발표하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보건동아리를 하면서 붕대실
습, 심폐소생술, 성교육 등을 직접 동아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쌓고 실제로 체육시간 중 다친 친
구가 있으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장에 나가 누군가 실수로 다치게 되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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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원동기
A 스페인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그라다파밀리아 라는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외관도 멋지고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어
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자연스레 건축물에 관심이 생겨 진로를 건축 관련으로 계획했었
습니다. 건축의 용도는 전시 관람 거주 사무실 등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근래 지진과 싱크 홀에 관련해서 건축안정 상태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시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전한
재료와 안전한 구조로부터 지낼 수 있는 건축물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좋아하는 과목
A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를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수학이 논리를 기반으로
시각적, 심미성을 더하는 건축공학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특히 기벡이라는 과목이 공간지각능력을 기르
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4

울대 오면 하고 싶은 것
A 울산대학교 건축공학부에 입학을 하여 기회가 된다면 미국과 일본에 학술교류를 하는데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건축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면접 10분 이내)

질문 및 답변
Q 왜 건축공학부에 지원하였나요?
A 제가 건축공학부에 지원한 이유는 어렸을 때 저의 주변이나 TV 속에서 집이 없어 편히 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
람들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건축봉사 단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건축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Q 무한상상 말하기 대회가 뭔가요?
A 무한 상상 말하기 대회는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대회였습니다. 평소 말하기를 좋아하
는 저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 고민을 하던 저는 옆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
던 중 친구가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우리 선조께서 어떻게 지킨 나라인지 아직 잘 모르는 구나라고 생각했고 친구들에게 저의 의견을 나누고 싶
어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참여하였습니다.
Q 수학여행 편지쓰기 대회는 뭐예요?
A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희를 위해 고생하신 버스 기사 분들 그리고 현장 안내원 분들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

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는 대회였습니다.
Q 인상 깊은 책은 무엇이었나요?
A 인상 깊었던 책은 ‘건축, 전공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에 관련된 일에 종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구조설계사라는 직업
이 기억에 남습니다. 구조 설계사는 건축가와는 다른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대학교 건축공학부
교과 중 공학기초설계와 공학설계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을 배우고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어
떤 것이 있을까라고 찾던 도중 구조설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 관심이 생겼고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Q 물리 좋아하나 봐요? 진로에 물리교사가 있네?
A 넵 물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Q 무슨 과목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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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리와 수학을 좋아 합니다.
Q 힘들고 싫은 과목은요? / 다른 건 없어요?
A 영어입니다. / 지구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Q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뭐가 있었나요?
A 동,구민 체육대회가 의료, 배식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선수 분들이 부상을 당하시면 의료지원을 하
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사를 챙겨드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도우며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할머니 할아버지께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찾아가
지 못 하였던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큰 깨달음을 얻는 저는 매년 그 봉사에 참여해야겠다
생각했고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Q 학교 다닐때 진로 관련 활동을 어떤걸 했나요?
A 3학년 진로 동아리 드림캐쳐에서 모듈러 공법에 대하여 탐구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개념 설명)입니다.
(패널라이징과 유닛박스 비교 설명)
Q 여기 보니까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되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갈등을 해결하거나 ~(뒷부
분이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당.)
A 2학년 때 전학생이 왔었는데 친구들과의 오해로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대화를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지정된 대기실에서 휴대폰 등의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를 봉투에 넣어 제출한 뒤, 대기 시와 면접 시의 유의
사항을 안내받음. 면접 시간은 10분으로 자신의 면접 전 5분 전에 복도에서 대기한 후, 앞 면접자의 면접이
끝나면 입실함. 앞서 가슴에 부착한 번호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고, 3명의 면접관분들께서 본인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함.

질문 및 답변
Q1

자신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자신이 없었던 과목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였나요?
A 가장 자신이 없었던 것은 수학이라고 답하였고, 꾸준한 예습과 복습으로 극복하였다고 함.

Q2

자신이 읽었던 책 중, 해당 과에 관련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책 중, 해당 과
에 관련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해보세요.
A 건축 양식에 관련된 책을 몇 차례 읽었으나, 대부분 글보다는 그림 위주였기에 기록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가장 기
억에 남는 책에 대해서 설명함.

Q3

자신의 진로희망에 관계하여, 해당 과보다 더 나은 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또 자신이 해당 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해보세요.
A 이 과에 지원하기 전에 많은 과를 두고 생각해보았지만, 어릴 적부터 본인 가지고 있던 흥미와 재능 그리고 경험에 비추
어 본인의 진로에 적합했다고 설명함.

Q4

자신이 해당 과에 관련지어, 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윗 질문에 이어, 그림을 그렸던 것이나, 모형을 만들었던 것, 또 여러 진로활동에 대해서 말함.

Q5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A 장점은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낸다는 것이고, 단점은 성격이 급해서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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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자신이 해당 과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거나, 면접관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점을 어필해보세요. 또,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A 앞서 말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본인 해당 과가 자신의 진로에 있어 절실하다는 것을 어필함.

기타 유의사항
본인이 받은 모든 질문은 형식적이거나 개수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 주고받는 대화형식에 가까웠음. 생기부를 잘 읽어 두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있어 해당 과가 본인에게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하고, 자신이 해당 과에 지원하면서 했던 생각들을 잘 정
리해서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인은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준비한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에, 긴장을 조
금은 풀고 아는 사람과 대화한다, 생각하고 임하는 것도 좋을 듯함.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경영정보학과

면 접 방 법

다대일(3:1) 면접 10분간 진행

질문 및 답변
Q 장래희망 란에 3년 동안 가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왜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A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장기를 잘 살릴
수 있는 경영정보학과에 지원했다.
Q 출석 기록을 보니 지각이 1회정 도 있었는데 왜 지각을 했었는가? (무단지각인지 병 지각인지 써져있지 않고 그냥 지각이라
고 적혀있어서 했던 질문)
A 그거 병지각입니다. 2학년 때 아파서 한 번 늦게 왔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정보란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이 정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나타나있는 것도 정보라고 생
각하는가?(꽤 심오한 질문이었지만 답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않았음)
A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네 아니요 식의 질문)
Q 생활기록부를 보니 학교행사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했는가?
A 학급에서 작게 하는 단합대회나 학교축제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체육대회때 팀대표를 맡아서 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서술
Q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가?
A 꿈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와 아르바이트 둘을 양립하는게 힘들었고 꿈을 향해서 하고싶다
고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Q 노래는 언제부터 잘했는가?
A 날 때부터 타고났다.
Q 우리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주로 어떤 것을 배워서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A 경영이나 마케팅 쪽을 주로 배워서 경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도 부지런히 배워서 장래에
음악적인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기타 유의사항
굵직한 질문들만 뽑으면 대략 위에 쓴 것처럼 5~6개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함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에 꼬리를 물어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았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이 대다수임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듯함 생활
기록부에 있는 가장 많이 한 활동이나 의미 있게 한 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음(같은 학과에 지원해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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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 친구도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음)
울산대학교에서 많이 질문한다는 시사나 사자성어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음.
다대일 면접이고 면접자 한명 당 무조건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긺 대기하고 있는 시간
동안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며 생각정리를 다시 해 볼 것.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수험표를 출력하여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 적혀있는 대기장으로 가서 대기하였다. 도착해서 앉아있으니 조교
같은 사람한명과 대학생으로 보이는 도우미 두 명이 들어왔다. 부르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앉으라 했다. 나는 2
번이여서 일찍 끝났다. 빵과 음료수를 나눠줬다. 30분정도 대기하다가 면접을 시작했고 면접은 학생1명에 면접
관 3명이서 보는 것이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학생이 앉는 의자와 책상이 있었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앉아서 바
로 면접을 시작했다.

질문 및 답변
Q 학생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장래희망이 모두 회계사인데, 회계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학년 때부터 회계사를 희망한 것은 맞지만 3학년이 되어 저의 진로에 대해 더욱 고민해보았을 때 경영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경영학과와 회계학과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는 있겠지만 경영학
과 안에 회계학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경영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그
때 회계사가 되고 싶으면 회계사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학하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회계학과와 경영학과가 배우는 과목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오셨나요?
A 네. 경영에 대해 배우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회계도 경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경영의 원리 경영의 방법 등 과목들은
같이 배우는 것 같았지만 경영학과는 경영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운다면 회계학과는 회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운다는 점
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Q 경영과 관련 된 책을 읽은 적이 있다면 느끼고 배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10대들이 읽기 쉬운 부동산이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평소에 궁금해 하던 일반 마트에서 파는 치킨과
프렌차이즈 가게의 치킨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들뿐만 아니라 가격을 측정하는 원리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봉사활동을 요양병원 한 곳에서만 하셨던데 그 곳에서 한 일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동무를 해드리며 그 곳에서만 지내시며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밥을 나누어 드리고 직접 먹
여드렸습니다. 또한 난간과 침대들을 닦으며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힘들
기보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친할머니를 보러가는 기분으로 항상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또 항상 고맙다며 귤을 손
에 쥐어주시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Q 얼마나 자주 갔나요? (봉사활동)
A 공부와 다른 활동을 하느라 자주 가지는 못하고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Q 나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경영학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A 저의 장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고 반응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은 싫은 점과 불편
한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답을 할 때 꼭 자신의 학과와 관련지어서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평소대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이야
기 하고 온다면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관련 학과와 관련지으려고 하니 더 안 좋아하는 반응 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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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자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 각각 동시에 다른 면접관과 면접을 봄. 면접시간은 7분, 면접관은 세분 이였으며
블라인드 면접이라 본인 차례에 발목까지 오는 가운을 입고 들어갑니다.

질문 및 답변
Q 본인이 은행원이라는 직업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자질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저는 성격이 꼼꼼하고 섬세한 편이기 때문에 은행업무와 잘 맞을 것 같고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손님을 마주
하는 은행원이라는 직업54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Q 은행원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 중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Q 은행원이 사라지고 있는 직업인건 아시죠? 그거에 대해 본인 생각을 말해보세요
A 요 즘 사회가 발전 하면서 ATM기계도 많아지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게 생기면서 은행에 직접 갈 일이 줄어들다 보니깐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 이런 것에 익숙지 않으시기 때문
에 은행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Q 본인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평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
에서 쉽게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가르쳐주는 것을 잘하면 은행원보단 선생님을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A 저는 금융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금융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처음에 본인의 성격에 대해 말했었는데 본인은 꼼꼼하고 확실하게 따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람만나기를 좋아하고 좀 루즈
한 편인가요?
A 저는 꼼꼼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Q 영어 성적이 많이 낮은 편인데 따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A 저는 2학년 때 영어 과목으로 멘토 활동을 했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못하는 과목이었지만 그렇다고 회피하기 보다는 다
른 친구의 멘토가 되어줌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인 단어외우기를 먼저 했는데 친구가 외운 단어를 확
인해 주면서 저도 함께 외울 수 있었고 기초적인 문제 풀이를 해주며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못하는
과목 이였지만 멘토멘티를 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영어 공부에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고 영어에 흥
미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본인 주변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평소 저를 배려해 주고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서 소통이
잘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친구는 앞에 말한 친구와 반대로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고 강요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Q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A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와 비슷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영학부에 관한 질문보다는 진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 대답에 대한 꼬리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답에 반박하는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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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 / 블라인드 면접 (교복 x 전자기기 x 등등)

질문 및 답변
Q 시작 전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들 (밥은 먹었나~~ 긴장하지 말고 ~~~등등)
A 열심히 답함
Q 스포츠 마케터가 뭐하는 직업인가
A 스포츠 마케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것만이 아닌
중계권 유치, 경쟁 업체나 경쟁구단과의 협상, 선수관리, 구단 재정 등등을 담당하고~~~~~
Q 3학년 때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A 일본의 수출규제의 배경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안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정책 등에 관한 주제로
보고서 작성을 했고 우리나라가 이 주제의 나오는 일본과 더불어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 그리고 수입국에 대해서
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중요할거 같다고 말함
Q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나요?
A 그냥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경제가 수입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라고 말함
Q 경제학과와 관련하여 한 활동 이야기 해 주세요
A 경제 온라인 수업 열심히 했다 함
Q 경제학과 취업이 안 될거다 이런 말 주위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A 현재 취업난이 심하다. 하지만 취업이 되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 그러니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열
심히 노력 한다면 취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충 이런식으로 말함
Q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케팅 전문회사를 차려서 ~~~~~~~
Q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면 학업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A 준비한 거 말함
Q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괜찮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 생기부 위주 면접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후 1명씩 복도에서 대기. 면접 시간 10분
면접관 3명, 학생 1명 형태로 면접 진행
들어가서 면접 시적하기 전 간단한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긴장을 풀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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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진로희망사항을 보면 3년 동안 펀드매니저라는 진로를 희망하였네요. 희망사유에 이타적인 의 성향으로 인해 펀드매니저를
희망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타적인 성향과 펀드매니저가 무슨 관련이 있죠?
A 네. 펀드매니저라는 직업이 고객의 자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보단 고객의 이익이 우선되기에 저
는 이타적인 성향과 펀드매니저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과목 중 수학이 성적이 높은 편인데 좋아하는 과목인가?
A 네.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기본을 응용하여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분
석하여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꿈인 펀드매니저가 자본시장을 분석하여 투자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서 수학과 관련성
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Q 경제경영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참여한 것 같은데?
A 네. 저는 3년동안 경제경영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모의주식, 경제관련 주제 토론과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Q 모의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A 모의주식 활동은 동아리원들끼리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나 아이템이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여 베트남에 모의로
주식을 투자하는 활동이였습니다.
Q 왜 베트남에 투자를 했는지?
A 네. 저희 동아리에서 모의주식 활동을 할 당시 베트남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두
어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이 축구가 발전하고 인기있기에 그와 관련된 사업도 발전할것이라 예측을 하여 투
자하였습니다.
Q 베트남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말해서 베트남 기업에 투자를 했는가? 아니면 베트남 나라에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결과는?
A 베트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실질적인 이익은 못봤던걸로 기억합니다.
(이 답변을 하고 나니 면접관분들이 웃어주시면서 학생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는지 물어보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니 걱정말
고. 이런 활동과 다른 활동을 많이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거니까라고 말씀하셨다.)
Q 여기 독서활동상황을 보면 책 읽은 것이 많네. 이것들은 혹시 학교에서 정해주는 책들인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A 학교에서 정해주는 책들이 아니라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하거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Q 교과 세특을 보면.. 와.. 쌤들이 정말로 많이들 적어주셨네. 쌤들이 글재주가 좋은건지 아니면 학생이 열심히 해서 그런건지?
A 네. 저는 학교에서 기본이 수업이라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기에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선생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많이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학생은 스스로 수업에 질문도 많이하고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는거네?
A 제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Q 저도 취미로 펀드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펀드매니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펀드매니저가 되는 게 바로 될 수도 있고 다
른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분야를 배우면서 펀드매니저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분야를 배우면서 펀드매니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펀드매니저를 할 것인가?
A 네. 저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활동을 배우면서 익힌 것들이 나중에 펀드매니저가 되어서 제가 투
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배우면서 펀드매니저가 되어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울산대학교에 와서 그 펀드매니저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는 어떻게 할거야?
A 네. 저는 경제학에서도 금융분야의 전문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때는 경제학의 기초전공에 대해 공부
하고 2학년때는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과 같은 과목을 공부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펀드매니저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것입니다. 3학년때는 울산대학교와 울산대학교의 자매대학인 후쿠오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일경제비교연구’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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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른나라의 경제, 사회를 배움으로 사회적 시야를 넓힐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때는 저의 꿈인 펀드매니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투자자산운용가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답변 도중 울산대학교만의 수업인 ‘한일경제비교연구’수업이라는 단어를 말하니 교수님 세분 다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심.
울산대학교에 대해 조사 많이 했다고 말해주셨음.)

기타 유의사항
진로 관련된 활동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
지원한 대학의 특색있는 수업이나 활동을 활용하여 답변을 할 것.
면접 분위기는 면접관분들이 시작부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심.
모의면접의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할 것. 도움이 많이 됨.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사회과학부(경찰학)

면 접 방 법

3 : 1 10분 / 생기부 기반 면접

전

질문 및 답변
Q1

경찰 관련 동아리 저스티스에서 사회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A 저는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옥탑방에 살고 있는 부부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망치 등
의 흉기로 무분별하게 폭행하여 남편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의 동기는 단지 웃음소라기 자신의 비곤한 삶을 비
웃는 것 같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동기가 충격적이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Q2

자신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A 네. 댄스동아리의 장을 맡아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안무를 따서 가르쳐 줬습니다. 때때로 곡 선택

동아리원들끼리

갈등이 생겼는데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후 서로 만족하는 결과물로 이끌어 갔습니다.
Q3

댄스동아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로가 안무가에서 경찰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1학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춤을 좋아하다 보니 댄스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안
무가라는 진로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폭을 더 넓히고 싶어 좋아하는 것을 더 찾다보니 경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4

봉사시간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쉬운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밖에 배려를 했던 경험은?
A 1학년 때 봉사시간에도 가입을 했지만 댄스동아리 활동 날짜와 곂쳐서 외부 봉사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학교에서 하는 봉사를 다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배려했던 경험은 버스를 탈 때 승객들이 탑승할 때 앉을
수 잇도록 미리 자리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Q5

학력향상을 위해 했던 공부법?
A 최소 범위와 최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최대 분략까지 끝내고 다 하지 못할 경우 최소 분량까지 하여 남은 부분을 다음
날에 보충을 하여 공부의 양을 늘렸습니다. 이 방법으로 2학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사회과학부(경찰학)

면 접 방 법

1:2 면접이라 해서 면접관 두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경찰학과 교수님 두 분이랑 한 분 더 총 세 분 계셨음.
(질문은 경찰학과 교수님 두 분만 하셨음)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면접 유의사항과 면접은 10분 동안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음.

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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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학교홍보 ucc 만들기 활동이 특이해 보이는데 어떤 활동이고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A 학교를 홍보하는 ucc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참가)친구들처럼 그저 학교 풍경을 찍고 곳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
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진부하다는 생각에 marry you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친구들에게
호응을 얻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 중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친구나 박자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서로
협동하며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Q2

청소년 심 봉사라는 것을 했는데 어떤 봉사활동이었는지?
A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요원과 같은 역학을 했습니
다. (중간 질문: 초등학생이었나요?) 네 초등학생도 있었고 유치원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는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Q3

경찰이라는 꿈은 계속 꿔왔던 건가요?
A 네 저는 평소에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구성원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막
연하게 꿈꾸기만 했었는데 도덕이나 생활과 윤리를 배우면서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구성원들만 정의롭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어야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역할을 경찰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저의 정의감과 봉사정신이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방금 자신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위해 한 동아리가 있나요?
A 저는 2,3학년 때 영문지기 라는 영어동아리를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아리가 아닌 어떤 한 주제를
선택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찬반 국가를 주제로 정해 세계 각국에 사형이 시행되는 국가는
어디가 있고 왜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세계를 보는 넓은 시
야를 갖게 되었고 요즘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록 외국인이 아니라 다문화 경찰이 될 수는 없지만 경찰이 된다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Q5

1학년에 비해 2학년 성적이 많이 상승했는데 3학년에 다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A 제가 2학년때 성적이 상승한 이유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회공부들에 조금 소홀해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학과에서의 과목이 윤리와 법과 관련 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Q6

자신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후에 경찰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지?
A 저의 성격은 비유해 보자면 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도화지는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떠한 색이라
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후에 제가 경찰이 되었을
때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거나 공감을 해줄 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것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할 때 진정으로 신뢰받는 경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7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적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A 제 친구 중에 말을 할 때 직설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잦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에
서는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고 그 이후로 친구도
자신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친구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Q8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네 제가 울산대학교 경찰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종적인 저의 꿈이 경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산대
학교에 (교수님 성함)교수님, (교수님 성함)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며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729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국어국문학부

면 접 방 법


교수님 3, 학생 1 면접 / 
대기실도 강의실 면접 고사장도 (옆)강의실

생기부 기반 질문 / 
면접 분위기는 너무 편안한 분위기이고 경청도 잘 해주셨다.

질문 및 답변
Q 긴장되지는 않나요?
A 들어오기 전까지는 긴장되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깐 긴장이 없어졌어요.(교수님이 웃음)
Q 먼저 저희 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A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알리고 싶어 이 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교사란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학, 역사 등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부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
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에 입학하여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학부의 장점을 이용해 외국인들과의 소통은 물
론 문학의 세계, 국어문법론 등의 전공과목을 배우고 다양한 지식을 쌓아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Q 한국어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교생활에 한일은?
A 저는 국어문법에 중점을 두어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고대, 중세국어문법을 배울 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계속 적으면서 익숙하게 한 뒤 백지에 개념을 적어 보는 활동을 통해 문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Q 봉사를 많이 했던데 제일 기억에 남는 봉사가 뭐예요?
A 저는 중부도서관에서 한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 책에 라벨 붙이는 활동을 했는데 사서분들의 노고를 많이
알게 되었던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Q 한국어 교사를 하면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문화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봤었는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국어 교사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의 인사문화를 가르쳐 주기 위해 수업을 했는데 이슬람은 무함마드 외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한국어 교사가 되었을 때도 문회의 차이
를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문화 차이를 그럼 극복해야겠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 중 알고 있는 문화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A 네, (정적5초정도뒤에) 저는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서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쓰면 안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극 등의 문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Q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은 뭔가요?
A 저는 희망을 꿈꾸는 한국어 교사 이야기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서 부모님께 편지를 쓴 선생님이 있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어요?
A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으로 다시 뵙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 분위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 다들 자기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함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거나 가방이 없으면 학교에서 봉투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넣어서
면접진행위원께 제출
휴대폰 사용 금지
뒷번호는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책이라도 들고 갈 것을 추천(7번쨰 학생부터 거의 1시간 기다려야 함. 마지막사람 최대
3시간 20분정도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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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국어국문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 면접 시작하기 전에 생기부 기반으로 질문한다고 공지

질문 및 답변
Q1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대기하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A 대기하는 시간동안 저의 생기부를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어 마음 준비
를 하였습니다.

Q2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이 과에 들어오기 위해 본인이 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A 저의 꿈은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는 미디어를 통핸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나운서는 표준어를 구사하고 전
문적인 국어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말에 대한 공부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국어국문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부족한 저의 국어
지식을 쌓기 위해 문학 수업 시간에 문학 작품을 배우기 전에 미리 작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석해보았습
니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학 작품을 해석해주시면 그 해석과 저의 해석을 비교해보고 문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넓혔습니다. 또 문학 작품을 노트에 옮겨 적어 해석을 적고 매번 반복해서 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문법은 단원 별로 노트에 정리하고 다양한 예문을 들어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문학작품이 있습니까?
A 네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 시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 시를 듣고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시가 주는 의
미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4

가장 열심히 했던 동아리활동
A 제가 가장 열심히 하였던 동아리 활동은 저희 학교의 특별한 행사 중 하나인 느티나무 음악회의 사회를 본 것입니다. 제
가 이제껏 교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적이 없었는데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의 전
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리허설을 꼼꼼하게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의 부정확한 발음을 볼펜을 물고 연습을
하면서 교정하려고 노력하였고, 어색한 시선 처리니다. 는 친구들과 실전 연습을 통해서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참가
자들이 돋보일 수 있고 관객들의 호응과 흥미를 이끄는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첫 사회를 맡아 관객들에세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음악회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 저의 부족한 점들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고 관객들과의 소통의 즐거움을 알게되고 무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즐거
운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음악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Q5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A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은 1학년 국어시간에 롤모델 독서 수행평가에서 읽은 강헌구 작가님의 "단 한미디
말로도 박수받는 힘"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강 단순한 말 잘하기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듣는 사람이 집중하고, 감동하고, 행동하게 하는 말하기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우선 말하기의 절대법칙 18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습득해나가야 하는 지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오직 연습만이 대가를
낳는다' 라는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무
언가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물론 실제로 타고난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저
구절은 그런 타고난 사람들을 보며 좌절하지 말고 타고난 게 아닌 정말 오롯이 스스로 연습하여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도 연습하면 할 수 있다. 혹 타고나더라도 연습을 안 한다면 그건 그저 제자리 걸음일 뿐 그 실력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오직 스스로 성실하게 연습하는 것만이 대가를 낳는다고 타고난 자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혹
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Q6

3년 내내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멋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 수
업시간에 지문을 읽어야 하는 활동이 있으면 자신있게 손 들어서 발표를 하였고, 주위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또박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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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는다, 목소리가 좋다 등 칭찬을 듣고 아나운서가 되보는 건 어떻겠냐는 선생님의 권유를 듣고 ( 대답을 하긴 하였
으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할 말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 이라는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 시간이 부족하여 읊지 말고 마지막 구절만
말하라고 말씀하심 )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읊어보겠습니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지금의
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꽃봉오리지만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에서 배운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융합하여 꽃처럼 피어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사회과학부(국제관계학)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 면접자 1명
10분 정도 면접
면접 대기하고 있을 때 생활기록부 등 노트 볼 수 있음 (전자기기 사용 금지)

질문 및 답변
Q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Q 가장 힘들었던 봉사활동이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앞서 질문한 본인의 응답(가장 힘들었던 봉사활동의 이유를 길거리 청소할 때 담배꽁초가 많아서 힘들다고 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Q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합니까?
Q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외국어를 공부했습니까?
Q 제2외국어를 공부하며 느꼈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Q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Q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도 그러한가요?
Q 교외에서 했던 봉사활동 외에 교내에서 하였던 봉사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Q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악기를 사용하여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Q 음악을 활용하여 꿈과 관련된 해보고 싶은 기획이나 계획을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Q 본인의 꿈이 왜 이 학과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까?
Q 아까 면접자가 말한 문화는 어떤 문화를 말하는거죠?
(꿈이 학과에 적합한 이유를 얘기할 때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면접관님이 물어보셨던 질문)
Q 여기 말고 또 어디 학교에 지원했습니까?
Q 울산대 국제관계학 말고 울산대학교에 지원한 다른 학과가 있다면 무슨 학과입니까?
Q 만약 면접자가 지원했던 곳이 전부 합격한다면, 어느 학교, 학과를 선택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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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사회과학부(국제관계학)

면 접 방 법

3:1로 면접.
① 교수님 세 분이 테블릿으로 생기부를 살펴보며 물으신다.
② 웃으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시기 때문에 떨지 않아도 됨!!
③ 이름 순으로 면접 순서를 정함.

질문 및 답변
Q1

2학년 때 성적이 다른 학년 때보다 낮았는데 왜 그랬는가?
A 제가 2학년 때 아픈 적이 있어서 학교도 많이 빠지고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습니다.

Q2

꿈이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모시는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A 저는 저의 소신을 지켜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되더라도 국회의원님께 저의 의견을 말하고 비리의 잘
못된 점을 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우리 과에서는 영어 실력이 중요한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
A 영어 공부한 방법 말하기

Q4

국제관계학과 관계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A 3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조국 전 장관의 일을 예로 들며 참여한 활동 말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가?
A 답변 : 의견 말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함.
Q5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하심) 너는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라고 믿는가?
A 지금 저희가 보는 건 SNS와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의 정의로운 성격을 믿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유의사항
① 들어갈 때 웃으면서 인사하며 들어가기
②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그에 따른 의견 생각하기
③ 나갈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기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부(기계자동차)

면 접 방 법

이름 순서대로 강의실 의자에 앉아 대기함. 이름 역순으로 면접장에 들어감. 대기 시간 동안 준비한 면접 자료
를 볼 수 있도록 해줌. 대기 후 3대1로 면접을 봄.

질문 및 답변
[ 생기부 기반 면접 ]
Q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A 수학입니다.
Q 국어, 영어 성적이 더 좋은데? 기계공학과라 그렇게 대답하신건가요? (살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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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이 조금 다르다고 말함(그냥 긴장 풀어주는 대화 같음.)
Q 진로 희망이 어떻게 되세요?
A 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계공학자가 되고싶습니다. 2017년5월 제가1학년 시기 진로직업 체험에서 로봇 공학에 대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느낌~~~~~
Q 체험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A (체험내용설명) 그 후로 로봇에 관심을 가지었고 3학년 시기 로봇동아리에 들어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
다. 휴머노이드를 만들며 휴머노이드의 관절의 한계를 깨달았고 이를 해결하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로봇인 워크
온을 더 실제 다리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꿈을 위해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기억상
생략된 부분이 많음)
Q 인상 깊었던 책
A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라는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책을 읽게된 계기는 고등학교2학년 시기 로
봇을 만들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중요한 책내용 조금) 이책을 읽기 전 마냥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고싶다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로봇을 만들고싶다‘ 라고 마무리 지음
Q 고등학교생활동안 가장 힘들었던 경험
A 생기부에 있던 아두이노 특강에서 로봇팔을 만들때 서브 모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특강시간
에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역삼각함수에 대해 공부하여 소스코드를 구하였다고 말함
Q 고등학교에서 가장 팀원과 협력하여 수행했던 것? (약40초 정도 남았을 때 한면접관 분이 추가 적으로 질문함)
A (말하는 도중 시간이 끊남)

기타 유의사항
정확하게 질문 내용이 연습했던 것과 딱 일치하지 않아도 연습한 답변을 토대로 하여 대답하면 면접을 잘볼 수 있을 것 같음.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니 면접자료를 챙기는 것을 추천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부(기계자동차)

면 접 방 법

수험번호순으로 대기실에서 대기. 대기 중에는 자료 볼 수 있음.
자기 차례 전에 면접실 앞에서 대기. 면접시간 10분 면접 후 바로귀가

질문 및 답변
Q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세요.
A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 싫어한다기 보다 쉽지 않은 과목은 국어입니다. 먼저 과학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뿐더러 실제로 과학적인 현상을 관찰 하고 직접 계획을 짜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과학을 탐구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 같습
니다. 국어의 경우, 평소 제가 책을 읽을 때 나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혹은 나는 이 논제에 관하여 어떤 입장
을 가지며 근거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등, 책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그러한
습관이 필자의 의도와 생각을 중요시하는 국어 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Q 수학은 어떤가요?
A 수학 또한 과학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나 주변 도구, 게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되어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있
고 수학은 자연의 언어, 과학의 언어라고 불리는 만큼 필수적이며 변하지 않는 법칙이 존재하기에 더욱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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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로봇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로봇 인가요?
A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내건 조건 중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계단을
오르는 로봇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Q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나요?
A 데니스 홍 박사님의 저서인 ‘로봇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라는 책입니다. 위 책은 로봇공학자로서의 자세와 어떤 로봇을 만
들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행하는 법, 꿈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나중에 로봇공학자가 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
한 결심을 하게 되었고 로봇공학자 라는 꿈을 다시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기계공학부(기계자동차)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실에서 수험번호가 아닌 임시번호를 받고 임시번호 순서대로 대기
앞 번호 면접 종료 약 5분 전부터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서 대기
3대1로 약 10분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A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를 배우며 학문적 지식과 실생활적 지식을 얻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이나 지식을 접
하고 싶은 저와 잘 맞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과목이라기보단 힘들었던 과목이 있었는데 바로 수학입니다.
항상 본질을 탐구하려는 성격과 수학이라는 과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수학 공부는 늘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정해
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내신에서는 힘들었지만 비교적 시간이 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Q1-1 수학에서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
A 기하와 벡터에서 문제를 풀면서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무수하게 많다는 점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Q1-2 정확한 문제와 풀이과정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갑자기 물어서 기억이 안 나려나?
A 네. 지금 당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Q2

1학년 때부터 쭉 진로희망이 자동차 새시 개발자인데 1학년부터 이렇게 확고한 꿈을 가졌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제가 1학년 때 포르쉐 행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SUV인 카이엔이 스포츠카 못지않게 달린다는
것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분께 여쭤봤고 그분께서 ‘PDCC라는 기술 덕분에 잘 달릴 수 있다, 우리 자동
차들은 물리를 거스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리를 거스른다는 말이 인상 깊었고 그 후로 자동차의 운동에 대
해 탐구하면서 자동차 새시 개발자라는 진로를 확고히 했습니다.

Q2-1 사실 새시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지원자가 추구하는 새시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들은
충격을 차체와 승객이 흡수합니다. 하지만 볼보와 쏘나타 DN8은 장애물을 빗겨치면서 충격을 완화하여 흡수한다고 들었
습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새시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Q3

다른 지원자들보다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제일 인상 깊었거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책이 있나요?
A 저는 1학년 때 4륜 구동에 관한 책을 읽었던 것이 자동차에 관한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4륜 구동에 관해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다 보
니 막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자고 제안했고, 친구들과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막연하게 주장하던 것이 학문적 지식을 겸비하여 토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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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A 저희는 크게 전자식 4륜 구동을 대표하는 BMW의 Xdrive, 기계식 4륜 구동을 대표하는 AUDI의 QUATTRO에 대해
전문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쪽 바퀴의 그립을 잃게 된 상황에서 BMW의
Xdrive는 컨트롤 타워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전자적으로 구동 분배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자식 4륜 구동은 보다
정확한 구동 분배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AUDI의 QUATTRO는 말그대로 기계식이기 때문에 바퀴의 그립이 잃게
되었을 때 그 즉시 구동을 분배합니다. 기계식 4륜 구동은 보다 빠른 구동 분배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요즘 BMW의
Xdrive는 1초당 1000번씩 구동 분배를 제어하기 때문에 기계식 4륜 구동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와~ 4륜 구동에 대해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네요.(이때 면접관분들께서 박수쳐주시면서 웃어주심)
Q3-2 친구들과 4륜 구동에 대해 토론한 건 생기부에 없나요?
A 네. 점심 시간에 밥 먹으면서 토론한 것이라서 따로 생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Q4

‘야간 자율 학습에 대한 토론’을 하셨다고 생기부에 적혀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A 그 당시 저희 학교는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었지만 암묵적으로는 강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는 분위기
가 많이 어수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야간 자율 학습 삼진 아웃제’를 주장하였고, 야간 자율 학습 자율화를 끊임
없이 건의하였습니다. 교육부 제도의 변화와 학생회의 건의로 인하여 결국 야간 자율 학습을 완전 자율화시키는 데에 성
공했습니다.

Q4-1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나요?
A 네. 현재 1,2학년들도 완전 자율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네. 시간 끝났습니다. 면접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는 임시번호가 8번이라 일찍 끝났습니다. 하지만 뒷번호를 받게 된다면 최대 5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니 생기부나 면
접 자료를 꼭 지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면접관분들께서 무표정으로 대답하시고 무시하시길래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박수도 쳐주시고 웃어주시
길래 마음에 놓였습니다. 늘 그렇듯 면접관분들은 컨셉이시니깐 면접관분들의 반응에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을 추천드립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

면 접 방 법

3(교수님 3분-모르는 과 교수님 한 분, 산업디자인과 교수님 두 분):1(학생)면접
대기실에서 각 지원자에게 순서 스티커를 부여, 그 순서에 맞추어 면접실로 이동 후 면접

질문 및 답변
Q (종이를 보며) 과학 과목 성적이 좋네? 과학을 좋아하는가? (이과생임)
A 네! 과학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과학 중 신소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Q

신소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볼 수 있는가?
A 네! (관심 있어 하는 신소재를 예를 들어 나열)

Q (대답을 들은 뒤) 그러면 디자인과 이 신소재를 접목해볼 생각이 있는가?
A 네! 제가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본다면 저는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신소재를 접목시
켜 아이들의 장난감을 디자인하고 싶어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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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주도학습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이때 몇 명 중 몇 명이 받았는지 정확히 얘기하고 이정도 받았는지 물어
보셔서 이 수마저도 정확히 알아야 되나 해서 당황하긴 함)
A 네! (자기주도학습상에 대해 설명)
Q 오 그럼 이상을 어느 정도 학생들이 받았지?
A (정확한 수를 몰라서) 전체 1학년 학생 중 100명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Q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가?
A 네! (예전 노인 무료급식 봉사를 떠올리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간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간 것이
지만 점차 봉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그분들이 제 할머니와 할아버지, 제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게 되어서 봉사
를 하는 내내 뿌듯함을 느꼈고 이 일을 계기로 친구들과 함께 다른 봉사활동들을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오 그럼 친구가 많겠네?
A 네! 많습니다!
Q 그럼 친구와 싸운 것을 화해시킨 적이 있는가?
A 네! 일단 먼저 (팔을 양 옆으로 벌리며) 이렇게 두 친구를 제지한 후 친구 한 명 한 명마다 그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이
것을 조율하고 오해를 풀게 하여 지금은 학교 급식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면서 전보다 엄청 더 친해졌습니다.
Q 장점이 그런거네?
A 네! 맞습니다! 공감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제 장점입니다!
Q 음 그럼 단점도 있겠네?
A 네! 제 단점은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 디자인 실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의 조언과 응원 덕분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Q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자신감이 없었었던 거네? 과거에 단점이네? (웃으시면서, 다른 교수님들도 웃으셨다)
A (나도 웃으면서) 하하 넵 맞습니다!
Q 생기부를 보니깐 1, 2학년 때 디자이너가 진로였다가 3학년때 제품디자이너가 되는 등 진로가 다 디자이너였는데도, 1, 2학
년 때 생기부상 디자인 관련 활동이 적네?
A (조금 당황하면서) 네! 제가 디자인에 관심은 많았던 것에 비해 1학년 때는 학교에서의 활동이 적었지만 2학년 때는 미
술동아리에서 동아리 장을 맡으면서 여러 동아리 부원들과 디자인에 관심있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디자인 활동을 해나갔
습니다.
Q 우리학교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알게 된 건 언제인가?
A 네! 아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권유로 레고나 프라모델 등
조립제품 등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만들다보니 “아!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말고 내가 디자인한 제품을 사람들
이 조립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레고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제품디자이너로 바
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사이에 제품디자이너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울산
대학교 제품*디지털 디자인학과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후에 2019년 이번년도 초였죠? 이 제품*디지털 디자인학과가
산업디자인과와 디지털 디자인학과로 완전히 분리되면서 아! 나는 여기를 꼭 안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상중에 (자기주도학습상 때처럼 정확히 몇 명 중 몇 명을 얘기하셨음) 2019년 초라고 적혀있으니깐 12월쯤 받았겠네. 새솔
제 최우수동아리상이 있던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
A 네! 새솔제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저희 미술동아리는 헤나와 디퓨저 부스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미술에 접하기 위해 헤나와 디퓨저 부스를 하였고, 부스 외에도 무대를 꾸미는 무대디자인이나 중앙현관에 아무것도 없
어서 쓸쓸하기에 이곳에 인물화나 미술동아리에서 수업 때 진행한 그림들을 전시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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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여기서 포지션은 무엇이었지?
A 네! 저는 동아리장을 맡았었습니다!
Q 아 그러면 이런 동아리 부스활동이나 꾸미는 기획이나 설계를 담당했던 거지?
A 네! 맞습니다!
Q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0초안에 해보거라!
A 네! (준비한 멘트를 하고) 감사합니다!
Q 그래 수고했어요!
A 네 감사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면접시간은 기본 10분이다.
* 블라인드 면접이기에 출신 학교, 자신의 이름, 수험번호 등 자신으로 추측될만한 정보를 말해서는 안된다.
* 복장은 교복보다는 단정한 사복 (셔츠&청바지)을 추천하고 교복을 입게 될 경우 학교에서 졸업가운을 입게 한다.
* 디자인과이기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면접실안에는 지참이 불가하다.
* 신분증(생일이 늦거나 빠른 년생이어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여권 등을 지참)과 수험표(수능수험표 절대아님. 학교사이트에서 뽑
는 것)
* 소집시간 1시간정도 전에 대학교 둘러보는 것을 추천. (면접때 사용가능)
* 과마다 교수님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음. (이번 산디과는 교수님들의 반응이 좋았으나 디콘 교수님들의 반응은 적었다고 함.)
* 너무 긴장하지 말 것.
* 날씨에 따라 추울 수도 있음.
* 12시전까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12시 이후부터는 남녀 상관없이 1명씩만 다녀올 수 있음.
* 중간 중간마다 10분정도의 휴식이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순번이 되어 대기실을 나갈 때는 자신의 짐을 다 챙겨서 나가야 한다. (다시 들어올 수 없음)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면 접 방 법

2명씩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명씩 면접실에 들어가서 교수님 3분 앞에서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질문 및 답변
Q1

간부 활동을 했나요?
A 네. 2년 동안 전교홍보부장 활동을 했습니다.

+) 오! 2년 동안?
A 네
Q2

전교홍보부장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지?
A 학교에 각종 행사에 포스터나 팜플렛뿐만 아니라 안내문, 공지서 등을 제작하여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 오! 포스터 같은 걸 직접 만들었나?
A 네 직접 다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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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Q3

다른 활동은 무엇을 했나?
A 3학년 때 반장을 했습니다.

+) 오! 3년 동안 학생회 활동, 반장을 하는거 보니 교우관계가 좋았나봐요?
A 네 저는 교우관계를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Q4

성적이 하락곡선인데 하락한 이유는?
A 1학년 때 전교홍보부장을 하면서 홍보물과 일에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홍
보부장으로써의 일들을 찾아보고 독학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전교 홍보부장의 역할을 다
시 한 번 받아 후배들이 들어온 만큼 더 열심히 더 많은 홍보 활동을 진행 하면서 학업에 보다 큰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 성적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Q5

이과네? 활동보니까 공과계열인데 갑자기 디자인쪽으로 바뀐 이유는?
A 홍보활동과 수행평가 등으로 각종 포스터 및 팜플렛, 영상 등을 만들다 보니 만들면서 구상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순간순간을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보통신 공학과 관련해 디지털 콘텐츠 학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한분께서 저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는 이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Q6

생기부를 보니까 드론 아두이노를 했네?
A 네 교과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으로 드론수업을 들었습니다.

+) 오 그럼 직접 신청을 해서?
A 네. 직접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Q7

자 그럼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자기의 장점?
A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사회에서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인간
을 중심으로 소통해 혁신을 이끌어가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재학 중 홍보부 활동을 중심으
로 하고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웃으시면서 외운티난다~ 이러셔서 약간 놀래서 멈칫하다가 다시 웃으면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에 심도 있게 배우고 발전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Q8

책 읽는 것 좋아하나?
A (이때부터 분위기가 너무 친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아 제가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Q9

책 중에 무슨 책을 좋아했나? 소설? 잡지? 그런거
A 저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최근에 면접준비를 한다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과 관련된 도서를 읽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제 적성과 맞다보니

(교수님들 다 웃으시면서 한분이 오~ 그거 설득력 좋았어. 디지털콘텐츠 ~)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물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순서는 정해줌
대기실에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림(전자기기 사용불가)
면접관은 3명이며 차례로 한 명씩 들어가 면접을 봄(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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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물리학과에서 너를 뽑아야하는 이유는?
Q 봉사시간이 많은데 봉사를 하면서 얻게 된 점은?
Q 독서 활동이 1학년 때에 비해 부족한데 이유는?
Q 1학년 때 읽었던 책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Q 진로희망사항이 물리와 관련이 없는 컴퓨터진로인데 물리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Q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에서 물리와의 관련성은?
Q 수학 성적이 저조한편인데 이유는?
Q 끝으로 할 말은?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와 신분증 반드시 지참
물리학과라고 물리를 물어보진 않음. 생기부에 정말 충실함
면접이 딱딱하지 않게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심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물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 10분 이내 / 면접방식 : 블라인드 면접
인성질문 1개 + 학생부 관련 질문 + 공통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교내 진로활동을 통해 울산대 물리학과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신물질에 특성화
되어 있다는 점과 전국 물리학과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산대 물리학과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배움으로서 저의 꿈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Q2

장점 1가지
A 저는 책임감 있게 리드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영어 도우미를 하면서 친구들이 영어 본문에 나오는 문법을 이해 못하
고 있다는 것을 듣고 선생님과 의논하여 수업시간에 번갈아 가며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수업 분위기를
한 층 더 높게 조성하였습니다.

Q3

생기부가 물리 내용보다 화학 내용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A 저는 처음부터 연구원의 직종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중 하나의 연구 분야를 선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내활동과 책을 통해 저에게 맞는 분야를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2학년 때 실험활동에 흥미가 생
겨 화학공학 연구원이 되고 싶었지만,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생겨 신재생에너지 연구
원의 꿈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1,2학년 때 화학 위주로 생기부를 채우게 되었고, 앞으로 물리에 대
한 지식을 다방면으로 쌓을 예정입니다.

Q4

이기적 유전자 책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해했는지
A 이기적 유전자에 어려웠던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해석하고 있는 인터넷강의와 같은 영상들을 찾아보며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려 하였고, 아직 어려운 내용이 있어 면접 끝나고 다시 신중히 읽을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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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왜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생각하나요?
A 부모에게 나오지 않은 유전자가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유전자에는 돌연변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순간적
으로 유전자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통해 이기적 유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6

아름다운 가게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A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자에게 받은 기증품들을 판매하여 판매금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증품들을 값
싸게 팔아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들에게 도음을 주기도 합니다.

Q7

마지막으로 할 말은?
A 저는 울산대 물리학과가 물리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저의 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만이 아닌 울산대 물리학과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은 연구
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여서 크게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저의 말에 웃으며 대답하셔서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 학생 1 면접

대기실은 면접 고사장 옆 강의실

생기부 기반 질문

면접 분위기는 좋고 대답하기 편하게 해주심

질문 및 답변
Q 울산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울산대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사회복지 및 보육분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연계를 제공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디자이너 전문가 과정, 미술치료 전문가 과정, gate keeper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심리 활동으
로 저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럼 정확히 어느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가요?
A 저는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분들께 도움을 주면서 울산대에서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실현시키
고 싶습니다.
Q 간호사가 꿈이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원서 접수 전 제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
하던 중 제가 요양원에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노인분들을 위해 봉사할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역경극복상을 받았는데 왜 받았나요?
Q 생기부에 보면 ‘안녕바람’이라는 책을 읽고 캘리그라피를 했다고 적혀있는데 무슨 활동이었나요?
A 한창 캘리그라피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행사 담당 선생님이셨고 제게 이 책의 한 구절을 캘리그라
피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캘리그라피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안녕바람’이라는 책의 작가초청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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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강연을 통해 ‘완득이’와 ‘아몬드’라는 책을 찾아 읽었는데 ‘완득이’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꿈을 향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제가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 간의 유대감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가족소설을 좋아합니다.
Q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 책을 소개해주세요
A 라이프 리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일상을 담은 책입니다. 어릴 적 주인공이 쓴 라
이프 리스트를 어머니가 발견해 죽기 전 주인공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딸의 진정한 삶을 찾
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부재로 너무 힘든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게 해주고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면접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 분위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 다들 자기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함, 뒤 순서일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지칠 수 있음, 반 정도의 학생이 면접이 끝나면 중간에 교수님들끼리 회의하는 시간 10분정도 있음

휴대폰은 전원을 끄고 학교에서 나눠준 봉투에 넣어야 함 다만 걷어가지는 않음

빵, 음료수 나눠줌

휴대폰 사용 금지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분과 1명씩 차례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를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A 저는 오래전부터 아동학대나 노인 고독사 등 안타까운 기사들을 볼 때마다 슬픔과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
럽게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1학년 때부터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일에 종사하기를 원했습니다. 3학년 때 참여한 기아체
험을 통해서 공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서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Q2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나요?
A 3학년 때 체험한 기아체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복지형태의 봉사활동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큰 의미가 있던 활동이었
습니다. 1학년 때 참여한 기아체험에서는 조원들의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기아체험의 기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억을 바꾸고 싶어 3학년 때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을 주제로 한 이 기아체험에서 이산가족 찾기나 전쟁을
연출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체험 등을 하면서 난민을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던 저였지만
제가 사회복지를 우리나라에 한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
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
을 더 확고히 가졌기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Q3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A ‘아몬드’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이 점점 감정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중에 주인공의 앞에서 부모님과 할머니가 살해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경쟁주의로 인해서 서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공감불능사회를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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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그러면 경쟁과 협력을 화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창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협력하는 식의 모둠 활동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
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으로 일어나는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지시켜야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Q5

자신의 어떤 역량이 사회복지랑 알맞다고 생각하나요?
A 저의 의사소통능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라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 삶에 희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나 수업에서 발표자로 나서면서 듣는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발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 저의 의사소통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며 이 능력이 사회복지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Q6

많은 대회에 참여하면서 학업에 지장은 없었나요?
A 대부분의 대회가 선생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주시고 참여한 것이라 큰 영향을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회문제를 탐구
하는 것에 대해 흥미가 있는데 글짓기나 여러 발표대회에 참여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 역시 즐겁게 느껴
져서 대회에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면접 전형)

지 원 학 과

산업경영공학부

면 접 방 법

3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자기장점+학교강점)
A 저는 이과생이면서도 문과적 성향 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입니다 저는 이런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희망하

였고 그러던 중 산업공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과에 대해 알아보는 중 에 대입 성적 산출 중에 주요교과
가 사회에 체크될 있을 정도로 공대임에도 사회나 문과적성향이 보여지는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고등
학교 생활 내내 반장이나 동아리 기장 등등 행사를 진행하고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서 활동하다보니 모든일 하나하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공학이 다양한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쓰일수 있도
록 효율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가 저한테 가장 맞는과 가 아닐까 생각을 하였고 그 중
에서도 울산대학교는 삼성SDI,안전보건공단 등 다양한곳과 연계되어있다는 점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기 때
문에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 진로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아서 울산대학교 산업
경영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가장 인상 깊은 봉사활동
A 저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의 봉사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곳에서 한 일들이 세탁물 개기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분이랑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분에게 제 또래의 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뭘 하고 노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이야
기들을 하고 제가 갈 때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딸~왔어라고 해주시는 게 너무 따뜻하게 들려왔고 가끔은 위로도 해주시
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소중하고 좋아서 이곳을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Q3

리더쉽
A 기하와 벡터시간에 했던 탐구발표에서 저는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기대가 안 된다고 얘기
할 만큼 저희 조의 구성은 조금 발표를 진행하기에 힘든 조합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포기하려는 팀원까지 생기면서
고난이 있었으나 저를 중심으로 그런 친구들을 설득하고 도와주며 탐구발표를 하였고 그 결과 반에서 2팀이 A를 받았는
데 그 한 팀이 저희 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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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산업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 어서오세요.
A 안녕하십니까?
Q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A 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보여 주어 인상적이었
습니다.
Q 동아리활동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A 로렌츠 곡선으로 PPT를 만들고 동아리원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Q 로렌츠 곡선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로렌츠 곡선이란 x축은 인구 T축은 인구 T축은 소득으로 y=x 에 그래프에 가까울수록 소득 평등이 지수함수에 가까울수
록 소득 불평등에 가깝습니다. 단점은 ~이고 장점은 ~입니다.
Q 성적이 하락세인데 왜 그런지?
A 2학년 때는 시간분배를 잘하지 못해 하락이 되었고 3학년 때는 정시 공부로 인해 생기부와 내신을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Q 교내봉사 활동이 많은데, 교외 봉사활동으로 한 것이 있다면?
A 학성공원 역사 바로잡기에서 쓰레기를 줍고 주변환경 정화를 하면서 역사 가이드께서 학성공원의 역사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수고 많았습니다.
A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 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생활과학부(의류학과)

면 접 방 법

3(면접관):1(학생)

질문 및 답변
Q1

왜 의류학과에 지원하였나?

Q2

패션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Q3

학교 다니면서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Q4

봉사활동 다시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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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생활과학부(의류학과)

면 접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 3명
- 개인별 면접 / 생기부 기반 면접 2~3개

질문 및 답변
Q1

패션디자인 학과에 입학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Q2

학교에서 패션디자인 학과가 없는데, 관련된 활동을 한적이 있는가?

Q3

패션디자이너가 되고자 스스로 했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 가?

Q4

패션디자이너 로서 자신만의 가치가 있는가?

Q5

그런 가치를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이었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간 학생은 대학교 졸업가운을 입고 면접에 참여했다. 따라서 면접 참가 시에는 학생
다우면서 깔끔하며 자신의 개성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음.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수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 면접자 1명

질문 및 답변
Q1

진로가 매년 바뀌는데 그 이유와 진로를 찾기 위한 방법, 노력?

Q2

가장 의미 있었던 봉사는 무엇이고 그 봉사를 하면서 나눔, 배려 등 무엇을 느꼈는지.

Q3

수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한 노력.

Q4

따로 수학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였는지.

Q5

자신의 장점과 수학과에 진학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Q6

수학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수학과를 진학하면서 어떻게 전공을 살릴지.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스페인중남미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명 학생 1명 / 10분 면접
블라인드 면접: 교복 입고가면 가운을 입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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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2학년 때부터 성적 그래프가 하향곡선인데 이유가 있나요?
A 2학년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게 많
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 결과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Q2

장래희망이 승무원인데 만약 승무원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나요?
A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은 만나는 호텔리어나 관광안내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Q3

좋아하는 과목은?
A 저는 성적과 달리 영어를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둠수업을 하고 팝송을 배우면 영여를 접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Q4

이제 20살이 되는데, 대학생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A 고등학교 때 많이 하지 못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의 동아리인 TUNA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스페인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히터를 틀어주지만 대기장이나 대기장 복도가 너무 추웠어요
1번이면 10분 만에 끝나지만 뒷 번호면 60분 70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생기부나 면접 준비를 할 노트를 들고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음.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스페인중남미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면접. 면접관3명.

질문 및 답변
Q 영어 단어 동아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점수가 낮은 이유
A 그동안 영어 공부를 소홀히 했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영어단어 동아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어를 외우는 속
도도 느리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쳤을 때 점수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하다보니 속도도 빨라지고 점수도 높아졌다 이
것을 보고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단 것을 알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Q 장래희망이 작가와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는 왜 장래희망으로 정한 것인가
A 기자도 장래희망이라고 정한 이유는 사실 글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기자도 결국은 글을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내 글쓰기 대회에도 열심히 참가했다
Q 작가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어국문학과같은 학과는 지원했는가
A 교과전형으로 국어국문학과도 지원했다
Q 자신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들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친구를 사귀는 것이 느리긴 하지만 친구를 사귀면 잘 싸우지 않는다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
인 것 같다
Q 친구와 싸웠을 때에는 어떻게 화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A 서로의 입장을 듣어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화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싸움은 서로간의 오해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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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학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A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를 부전공으로 하여 공부하고 싶다 또 해외현장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
던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곳의 역사나 문화 등을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다

기타 유의사항
계명대에서는 여러 학과들이 같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을 보았지만 울산대에서는 학과마다 대기실이 달라서 잘 찾아가
야 함. 만약 대기실 입실시간이 조금 늦어도 괜찮다 처음으로 면접을 보는 학생의 면접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실하면 됨.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식품영양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함
교수님 3명 학생 1명 10분

질문 및 답변
Q 식품영양학과와 관련된 동아리가 없는데 어떤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였나요?
A 저는 식품영양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는 하지 않았지만 건강과 관련된 보건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건도우미를
3년간 활동하면서 점심시간에 약품정리를 하고 아픈친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보건실 환경정화 활동에 참
여하였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에 보건도우미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의 활동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던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Q 인상깊었던 책 있나요 ?
A 저에게 인상깊었던 책은 파트리스 롬덴의 사소하지만 쓸모있는 건강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도
움되는 방법들을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운동이 늘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신 후 운동하
는 것은 심장의 혈액 순환을 저해하기에 신체 산소 공급이 덜 원할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잘못알고 있었던
것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어 저에게 인상깊었던 책이었습니다.
Q 좋아했던 과목과 어려워했던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
A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답을 찾았을 때 흥미를 느껴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적
을 받을 수 있었고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반면에 제가 어려워했던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좋은 점수를 계속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과 단어 부분에 약하다고 생각하여 2학년 때 영어 자
율동아리를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 멘토에게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듣고 o/x문제를 풀어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
니다. 하지만 영어 점수는 쉽게 오르지 않았고 자신감은 계속하여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
던 결과 3학년 때 영어 점수가 올랐습니다. 아직도 저에겐 어려운 과목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과목이었습니다.
Q 보건동아리는 어떤 동아리 인가요 ?
A 보건동아리는 건강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Q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떤게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
A 저는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봉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드린 급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찼습니다.
Q 간호사에서 영양사로 꿈이 바뀌었는데 어떤 계기였나요 ?
A 저는 1학년 때 보건동아리 활동으로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어르신분
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직접 드린 급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찼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저와 영양사라는 직업이 잘 맞다고
생각하여 바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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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 후 계획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해보세요
A 저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위생 교육과 식단 관리 등 여러 가지에 신경 쓰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고 싶습니
다. 마지막으로 영양사 3행시를 준비 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영양사는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게 양, 양이 적지 않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영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웃으며 자신있게 이야기 하기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식품영양학과

면 접 방 법

조리실 같은 데서 책상에 앉아서 대기함. 대기하면 빵하고 음료수 줌. 2명씩 면접장으로 이동함. 1번은 바로
문 열고 들어가고 2번은 조금 멀리 떨어진 데에서 대기함.

질문 및 답변
Q1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한 동기

Q2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Q3

식품영양학과와 연관된 활동을 한 것이 있는지?

Q4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활동?

Q5

가장 인상 깊은 봉사?

Q6

식품영양학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접관은 세분이시고, 모두 여성분이셨습니다!
자신이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준비한 것을 모두 말하고 가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그냥 다 말하고 오세요!!
* 면접시간 다 돼서 가면 차가 막히니까 30분전에 가는 게 느긋하게 갈 수 있어요 :)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아동가정복지학

면 접 방 법

면접관3명 학생1명 / 생기부 기반으로 질문

질문 및 답변
Q1

이 과에 오기 위해 기울인 노력?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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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인 놀이지도와 심리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놀이지도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배우고
직접 어린이집 체험 활동을 통해 영유아를 만나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뵙고 영유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심리학에서는 20세기의 가장 과격한 실험을 주제로 한 책인 스키너의 심리 상자 열기를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키너가 성격이 고약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여 뇌를 뚫어 버리는 실험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다소 충격적이고 스키너의 이러한 실험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Q2

어린이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A 영유아를 직접 만나고 영유아들이 읽는 책을 소독하고 다시 정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
에 대해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3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소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A 저는 그 도서관 담당자 분께서 얼른 책을 소독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신없이 책을 소독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에 오게 된다면 한 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Q4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A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허태균 저자님의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
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일상 속에서 하는 착각을 예시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이 가장 감명깊은 이유는 제
가 심리상담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쯤에 처음 접하게 된 책이기도 하고 심리에 대해 적힌 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리
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착각으로 인한 심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Q5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은?
A 제가 가장 의미있었던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급식배부와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
는
될
와
중
는

Q6

교내에서도 배식 도우미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교내에서 한 것과는 비교도 안
정도로 많은 양의 배식을 하면서 매주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급식 배부
동시에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활동인 교통 지도 또한 해보고 싶었던 봉사 활동
하나였기에 의미있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거창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
활동을 한 것 같아 의미있는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외에서 한 봉사활동이니까 직접 신청해서 간 것입니까?
A 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신청하여 갔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저는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의 교육목표인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자주적으로 조성하고 생활 문화를 전승하는 등 그
에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관심이 많은 아동과 가정 특히 관심이 많은 소비자 이 3분야
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꼭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아동가정복지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수험표에 적혀있는 면접 대기실을 찾아 이동해 편한 자리에 앉아서 면접 준비를 한다.
감독관이 들어온 후에 봉투에 전자기기 등 금지물품을 넣어 보관한다.
감독관이 부르면 번호 스티커를 붙인 후에 대기한 후 자신이 순서가 된다면 들어감.
들어간 후 이름, 학교 등 밝히지 않고 스티커에 나타난 자신의 번호를 말한다.
교수님 3분과 자신 혼자로 구성된 상태로 면접을 마주보고 실시한다.

질문 및 답변
Q 2년 동안 유치원교사를 희망하다가 왜 3학년 때 아동복지사로 바꾸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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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학교 때부터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었으며, 사촌동생들을 돌보고 놀아주는 과정에서 아동들과 생활하는 것이 적성에 맞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 제가 즐겨보는 수사드라마들 속 아동학대 사건들이 미화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유아교육보다는 복지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아동가정복지학과에 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진로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3학년 때 영어시간에 유아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TED강의를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TED강의에서 무슨 내용을 알 수 있었나요?
A 우선 우리나라의 꽉 막힌 사각형의 유치원이 아니라 원형의 유치원이 아이들의 정서적은 물론 신체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원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학교에서 공통으로 읽은 책 말고 자신이 스스로 찾아 읽은 책이 있나요?
A 빈곤의 연대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Q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A 빈곤한 나라는 왜 게속 빈곤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제국주의 국가나 신자유주의 국가가 빈곤한 나라를 계속
유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나있습니다.
Q 왜 빈곤에 관한 책을 선택하였나요?
A 제가 빈곤의 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항상 광고나 잡지를 보았을 때 빈곤을 나타낼 때, 아동을 중점적으로 보
여주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Q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찾아 읽었나요?
A 네. 도서관에 가서 찾아 읽었습니다.
Q 아동 관련직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알게 되어 공감을 하는 것이 다가가는 첫 단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동아리 활동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저는 동아리원들과 1박2일로 체험을 가서 지도와 나침반 만으로 길을 찾는 활동인 오리엔터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지만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주요과목 성적이 사회탐구나 기타 과목들에 비해 낮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건가요?
A 전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수학 성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본 결과 수학은 꾸
준함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만약 돌아간다면 많이 오래 풀어보고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해야겠다
고 생각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2년동안 한 교문 교통지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냥 길을 다닐 때는 보이지 않았던 위험요소가
잘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 복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은 한 적이 없나요? 중학교 시절도 괜찮습니다.
A 중학교 때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Q 봉사를 해본 결과 정말 복지관련 진로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맞다면 어느 부분이 맞나요?
A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 분들의 벗도 되어 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제가 적성에 맞으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고등학교 때는 복지관련 봉사를 하지 못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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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하지 못했습니다.
Q 효경상을 받은 적이 있네요? 어떤 내용을 썼나요?
A 중학교 때는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나 야자를 하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Q 한 아이를 (책) 읽으셨네요. 여기서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였죠?
A 쉴라입니다
Q 한 아이2에서 보면 쉴라가 나중에 커서 다시 엉망이 되어 나타나는데 학생 같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A 저는 무엇보다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어 제
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의상을 단정하게 입지 않은 친구들이 많으니 단정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하고 잘 웃는다.
교과 질문보다 정말 이 과에 잘 맞는지 보는 느낌이였으며 독서의 내용 주인공 이름 등 자세히 알아가고 모르는 단어도 다 찾
아가면 좋을 것 같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역사문화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인과 면접자 1인 (3대 1)
면접 중 학교, 이름 밝히면 X (자기소개 시에 뭐하고 싶은 몇 번 면접자라고 해야됨)
생활기록부 위주로 질문

질문 및 답변
Q 지원동기
A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역사문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Q 역사문화학과를 오기 위해 노력한 점은?
A 저는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참고하여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해 소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 속의 북한 역사학자의
말 중 남한에서 고구려에 대한 문화가 멀리 느껴지듯이 북한에서도 신라에 대한 문화가 멀리 느껴진다는 말을 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Q 가장 힘들었던 점은?
A 저는 2학년 때 부반장을 한 일입니다. 저는 평소 이끄는 것보다는 끌리는 쪽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조화하는 것을 걱정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학년 때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극복 사례?
A 체육대회 때 반티를 정한 것입니다. 당시 반장인 친구가 부재여서 제가 나서서 반티를 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친
구에게 반티에 꼭 있었으면 하는 점들을 물어봤고 그것들을 최대한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남. 이런식으로
말했던 것 같음)
Q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A 기억이 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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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당장 부모님께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시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A 저는 상하이에 가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배운 바로는 상하이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건축물들을 보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자성어 나름 준비했는데 묻지도 않더라!!
자기소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서 당황했던 것 같음!
시간 완전 촉박하고 면접 진짜로 금방 끝남

형

학생부종합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전기공학부(의공학)

전

질문 및 답변
Q 3년동안 꾸준하게 의공학과를 희망 하셨는데 이정도로 꿈이 확실하면 무슨 계기가 있었을거 같은데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 저는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졋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문을 연구해야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지 생각했고 의공학과에 진학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Q 이정도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나요?
A 아, 저에겐 병원가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신 삼촌이 계신데 ~~한 것들이 있으면 편할 거 같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저에겐 영향을 미쳤던 거 같습니다.
Q 의공학과가 무엇인지 알고있나요?
A 공학적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시키는 새로운 융합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학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학교에서 아직 배워본적 없었을 텐데
A 공학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서 확실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술과 기계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공학과랑 생명공학과랑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의공학과는 생명공학과보다 너 넓은 과목이고 생명적 내용에 공학적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1학년 때 성적이 좋았다가 2학년 때 성적이 급 추락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2학년 때 허리가 정말 아팠습니다. 잠도 재대로 못 이뤘고 걷는거 하나하나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반 정형외과에 가니 척추층망증, 일자허리 이런 결론을 해주어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결국 큰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허리디스크가 터져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하였는데 실패하여 수술,
수술 후 염증반응, 항생제를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Q 아이구 그건 이유가 되지,,, 많이 힘들었겠네 지금은 앉아 있는 것 에 부담이 없나요??
A 네 허리가 많이 호전되어 이제 괜찮습니다. ㅎㅎ
Q 수상실적이 화려하시던데 여기서 이것만은 자랑하고 싶다는게 있으면 말해줘요
A 1학년때 과제연구대회에서 받은 상이 제일 저에겐 의미 있는 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도해서 한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Q 실험내용이 무엇이였나요?
A 바보같은 실험이였을 수도 있지만 영구기관 만들기 실험 이였습니다. 무한한 물질 본연의 힘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영구자석을 이용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험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gg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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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호 실패하셨다고 했지만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A 제가 발표도 좀 잘하고, 실험계획과 실험과정 실패원인 후속연구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세세히 작성하였는데 그 점에
선생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발표 후 선생님께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계할 수 없는 실험이라고 칭
찬도 해주셨습니다.
Q 봉사기록에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한 활동이 있는데 얻은게 있나요??
A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 이였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활동으론 미세먼지 청소라고 적혀있지만 사회복지
사님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소통을 잘하신다고 따로 말벗을 해 드려라고 하셔 말 벗이 되어드렸습니다.
Q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텐데 말벗 되어드리기는 안 어려웠나요?
A 제가 말벗되어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어 특정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저는 평소 말하는
것을 좋아하여 힘듦보단 뿌듯함이 더 많았습니다.
Q 왜 꼭 말하고 싶은 것이였나요?
A 기록을 보면 1학년때 주기적으로 나가다가 2~3학년때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허리를 다쳐서 주기적으로
가지 못했던 것 이여서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Q 좋은 결과가 있어 꼭 우리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의공학과

면 접 방 법

본인이 챙겨온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함. 진행요원께서 간단한 면접 관련 규칙을 안내해주시고, 본인이
가진 전자기기를 반납함. 면접순서 고지 후, 수험생의 옷 좌측 상단에 번호표 부착. 블라인드 면접으로 학교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올 시 준비된 가운을 입고 면접.
면접관 3 본인 1

질문 및 답변
Q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희망이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A 저의 진로희망이 의공학자가 된 계기는 제가 2학년때 진로스카우트를 통해 의공학이라는 분야를 알게되었고 2학년 말 자
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3학년이 되어 문학 교과에서 책을 읽는 활동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생체모방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직접적인 소
통으로 도움을 주는 직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료기기였기때문에 저
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되찾아주고자하는 목표가 생겼기에 의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진로스카우트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A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 희망하는 학과의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만남을 가져 궁금한 점을 직접 묻는 활동을 했습니다.
Q 자율동아리 활동에선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자율동아리에서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탐구를 주로 하였습니다. 저는 홍합 접착제라는 의료용 제품에 대한 강연을 찾
아보고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Q 본인이 어떠한 집단에서 일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품성(?) 이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끊임없는 열정과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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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A 저는 1년 내내 선도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교문지도와 중식 석식지도를 하며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욕도 많이 들어서 이 일을 포기해야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유심히 보았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 바뀌
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교칙도 지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금 선도부 활동에 열심히 임
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Q 그럼 혹시 탐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A 아 제가 3학년때 교내에서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그런 장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주제였는데요! 저는 이 대회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통해 구조물을 만들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만들던 와중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혔지만 저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결과물을 만들어내 발표를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Q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A 저는 생명과학을 좋아합니다!
Q 혹시 수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은 1학년 때 성적이 아주 우수한데 2,3학년이 되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A 아 수학 역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지만 그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에는 많
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의 노력이 여실히 들어난 것 같고 2,3학년이 되었을 때엔 이과로 소수의 인원이 모이다 보니
저처럼 많은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의 역량이 부족했나봅니다..ㅎㅎ
Q 그런데 반대로 문학 교과 성적은 점점 우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나요?
A 2학년이 되어서 문학 선생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과로 모인 소수의
친구들은 문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Q 공대에 온 만큼 수학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A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 같습니다!
Q 자 두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만 본인은 상위에 속하고,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은 우수한 편에 속
하지만 그 집단 내에서 본인은 밑쪽에 속합니다. 이때 본인은 두 가지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하길 바라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저는 말씀하신 집단 중 후자에 속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일본어ㆍ일어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수험번호순으로 한명씩 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 교복은 검은 가운으로
가리고 왼쪽 가슴위에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면접관3분과 학생1명으로 진행함. 10분 동안 타이머
로 시간을 맞추고 10분이 되면 바로 면접이 종료됩니다.

질문 및 답변
Q 생기부에 배려심이 많은 아이라고 적혀있는데, 본인의 어떤 점이 배려심이 많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까?
A 다른 친구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봐 주신것 같습니다.
Q 배려심이 많다는 건 자신의 것을 양보했다는 뜻인데, 양보를 했을 때 아깝거나 아쉬운 마음은 없었나요?
A 예를 들어, 친구에게 쿠키를 주었다면 그 쿠키 하나의 가치보다 그 쿠키 하나로 얻을 친구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아깝거나 아쉬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Q 일본 관련 책을 많이 읽었던데, 기억나는 책이 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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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금 제일 생각나는 책은 ‘식탁위의 일본 문화’입니다. 다양한 사진들도 기억에 남고, 젓가락이나 밥 그릇 같은 세세한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Q 일본심화탐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적었나요?
A 대부분 식문화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 한국은 금속 젓가락과 도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나무젓가락과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걸어다니는 한일번역기라고했는데, ai같은 번역기가 발달하고 있는 요즘 통번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잘 전달할 수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정
확하고 섬세한 변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i에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머랭쿠키와 유부초밥은 한식이 아닌데 일본으로 넘어가 발전한 한식을 일본어로 설명할수있나요?
A 지금 당장은 힘들 거 같습니다만 자료조사를 한다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 안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들고 갈 수 없으므로 공책에 준비해가야 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전기공학부(전기전자공학)

면 접 방 법

3 (면접관) : 1 (수험생) 면접 / 10분동안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이 적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A 시험공부한다고 시간이 별로 나지 않아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만 했습니다.(추가 질문 3개정도 함)
Q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
A 저는 단연코 수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없다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수학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Q 융합과학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A 과학적인 원리로 놀이기구를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추가질문 있음)
Q 롤모델이나 좌우명이 있나요?
A 롤모델은 이휘소 박사입니다.(~ 설명) 좌우명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저는 울산대학교에 3개의 전형을 지원할 만큼 저의 1지망 학교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저를 완전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많
이 아쉽지만 반드시 입학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대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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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전기공학부(전기전자공학)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가 무엇입니까?
A 저는 세계로 나아가는 전자공학자가 꿈입니다. 대중문화에 전자공학을 접목하여 대중들이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세계로 널리 알리는 제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울산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대중문화에 전자공학을 어떻게 접목하죠?
A 제가 2~3학년 때 구상하던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아이돌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체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과 달리 인공지능
아이돌은 사람들이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돌과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를 못하셔서 몇 번 설명했음. 그중 가장 젊
어 보이시는 분께서 다른 분들에게 정리해줌.

Q3

자신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죠?
A 제 단점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얇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 분야에 폭넓은 지식
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태양광전지효율이 왜 나쁜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왜 나쁘죠?
A 태양광 전지가 받아들이는 빛의 파장도 제한되어있고 열에너지 같은 불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 면접관님이 그것도 있지만 먼지가 쌓여서 그렇지 않겠냐 먼지 잘 닦아줘야 한다며 면접관님끼기 웃으심.
Q5

3년 동안 기계, 전기, 전자 공학자로 계속 장래희망이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A 앞에서 말했듯이 다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며 기계, 전기, 전자 모두 공학이라는 부분에서 공통분모가 있
고 지금 현재에는 전자공학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Q6

가장 부족했던 과목과 극복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부족했던 과목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결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학공부 할 때 잘 되지않는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공학도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Q7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죠?
A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단순히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영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Q8

자신이 30년 뒤에 어떻게 되어있을 것 같나요?
A 앞장서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전자공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에서 대기하는 동안 준비한 면접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명씩 복도에 대기했다가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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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전기공학부(전기전자공학)

면 접 방 법

모든 학생이 지정된 시간 전까지 면접 대기실에 출석한 후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면접 대기실에서 무기한
대기한다. 자신의 앞 번호 학생이 면접실로 들어가면 면접 대기실과 면접실 사이의 책상에서 대기 후 앞 번호
학생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인사 후 3명의 교수와 1명의 학생으로 면접을 시작함. 면접 시간은 10분으로 끝
난 뒤 인사 후 면접실을 나간다.

질문 및 답변
Q 지금까지 기다린다고 힘들진 않았나요?
A 학교에서 모의면접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Q 전기공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전기기술자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학년 때 경제 동아리에서 가정용 전기세와 산업용 전기세
의 차이에 대한 부당함을 느껴 차이를 줄이진 못하더라도 효율적인 발전 기술의 개발로 전기세 전체의 인하를 주고 싶어
서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하고 전기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효율적인 발전이라면 원자력 발전인데 그럼 모든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A 화력 발전이라도 산업혁명 때의 화력 발전과 현대의 화력 발전의 비교해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발전 효율을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다채로운 발전 기술을 진
보시키고 싶습니다.
Q 전기기술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어떤 점을 보고 전기기술자를 꿈꿨나요?
A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일에 그렇게 열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
Q 독서 기록에 보면 ‘고3이 고1에게’ 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A 학교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진로 같은 것에 대한 고1 학생들의 입문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매
뉴얼 같이 고1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팁 같은 것들을 알려주지만 단점으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듯한 정형화 된 내
용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면접이지만 대부분 인성 관련 질문을 하고 활동 내용과 성적, 학업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질문하지 않아서 마지막 독서
질문을 제외하면 생기부 면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음.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앞 번호 학생의 대답이 들렸는
데 그 땐 활동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임. 이런 질문 유형이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부 관련이 아
닌 인성 관련 질문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음.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중국어ㆍ중국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세 분에 면접학생 한 명이 면접을 함. 10분 간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문화에 열려있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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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려 있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한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 열심히 배워서 저만의 메리트를 만들어 제가 꿈꾸는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Q2

질문

Q 울산대 중국어과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커리큘럼에 대하여 답변)
Q 친구랑 다툼이 있을 때 해결 방법
Q 왜 중국어인지? (중국 시장이 커질 전망에 대하여 답변함)
Q 중국 문학 관련 책 읽어본 적 있는지
Q 영어 과목이 성적이 좋은 데 이유가 무엇인지
Q 봉사 관련
Q 중국어 배워본 적 있는지
Q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지
Q 하고 싶은 말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첨단소재공학부

면 접 방 법

오전/오후 시간을 배정받으며 면접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차례가 오면 한명씩 면접실에 들어가 3대1면접
을 본다.(면접관 3명,지원자1명)

질문 및 답변
Q 학교생활 중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A 거점형 활동으로 화학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가서 화학과 물리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는 활동이였는데
거기서 조장을 맡으며 제 진로의 기본이 되는 실험준비와 실험과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Q 거점형 활동으로 어려움이나 깨닫게 된 점은 없었나요?
A 제가 실험을 하면서 많은 실험 실패가 있었습니다. 주제만 주어지고 실험 방법을 담당 선생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저희
끼리 진행하는 거라 무작정 시작하여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실패를 반
복하며 끝까지 시도해봄으로써 끈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A 저의 장점은 사교성이 좋습니다.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고 어색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저의 단점은 뇌를 거치지 않
고 말하여 한 번씩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앞으로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고 말
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학년 2학기 성적이 이전 학기보다 크게 향상되었는데 그이유가 있나요?
A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2학년 1학기 때 학업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
습니다. 그로인해 더 열심히 하고 학업에 더 집중하게 되어 성적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아르바이트라면 어떤 아르바이트였고 아르바이트 한 이유가 무엇이죠?
A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1년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이유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손을 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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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지 않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세 분 중 한분이 “아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 매우 마음에 드네요.)
Q 고등학생한테 추천해 줄만 한 봉사활동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A (고민하며) 제가 봉사했었지만 생기부에 적히지 않은 봉사가 있는데 그 봉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관련 만들기를 가
르쳐주는 것이였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게 눈높이를 맞춰야 돼서 매우 어렵고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입장을 맞춰 설명하는 것이 평소에 매우 도움되었습니다.
Q 조퇴 1번과 지각 1번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지각 1번은 다래끼로 병원에 들린다고 지각을 하였고요, 조퇴는 전날에 고기를 너무 많이먹어서 위염에 걸려 조퇴를 하
였습니다.
Q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아 그 책 내용은 기억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납니다.(불러드릴께요 ~~~~~~) ‘나는 신기한 물질을 만들고 싶다’라는 책
은 제가 읽기에 난이도가 있고 대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기본으로 쌓고 이해하려고 일단 책 사놓고 대학 다닐 때 읽
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억에 남는 책은 ‘아인슈타인이 들려주는 차원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세상에 존재하는 차원
중에 소수점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주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책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Q 대학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을 설명해주세요.
A 제가 진로 계획을 세우려고 울산대 첨단소재공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에 대한 설명과 배우는 내용을 보았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내용으로 대학에 다니며 관련 전문지식을 쌓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면접형)
사회과학부(행정학과)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와 자기소개
A 저는 사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이라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법. 경제. 경찰. 행정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되기 위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된 00번입니다.

Q2

기억에 남는 도서
A 나는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요약하자면 나상미 작가님께서 어린 시절 대학교수라는 꿈을 꿈꿔
왔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교수라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새로운 꿈
을 꿈꿔 이루었고, 경찰을 준비하려는 청춘들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모습을 보
며 저도 경찰관이 되어 꿈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활동
A 기억에 남는 교내활동은 방송부 활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부 활동이 비록 경찰이라는 꿈과는 관련이 되어있지 않지
만 방송부원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 실수가 나지
않고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Q4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느꼈던 과목
A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느꼈던 과목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하였는데
다른 과목과 달리 답이 한 가지 뿐이라 다양한 방법들로 문제를 풀 수 있어 흥미를 느꼈습니다.

Q5

마지막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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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울산대학교의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울산대의 창학 정신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이 해내는 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울산대학교 행정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울산대
학교 행정학과 합격을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사회과학부(행정학과)

면 접 방 법

시간에 맞춰 아무 자리나 앉은 뒤, 시간이 되면 울산대학교라고 적힌 봉투에 휴대폰 및 블루투스가 가능한 전
자 기기를 모두 넣고 바닥에 둠. 블라인드 테스트라 수험 번호나 이름이 아닌 참가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형 1차에서 붙은 24명이 1번부터 24번까지 순서대로 자리를 지정해 줌.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왼쪽 가슴 쪽
에 붙이고 지정해 준 자리에 앉음. 1번부터 순서대로 한 사람당 최소 4분 길면 20분 동안 면접을 시작함.

질문 및 답변
Q1

울산 대학교 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생기부에 보면 나오는 것과 같이 최근 꿈이 광고마케터라고 적혀져 있다. 행정학과에서 공기업의 조직과 업무, 인사를 배
우고 싶으며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라는 공기업에 취직하여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공익
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는 굳이 행정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학과는 여러 방면으로 취직이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가요 이래 버림. 공통적인 질문 중 하나였던 것 같음. 여기서 멘탈 터졌는데 다른 면접관 선생님이 그래도
쪽도 행정학과 많이 옵니다. 이렇게 다시 언급해 주셔서 멘탈 잡고 답변을 잇기 시작함.

Q2

광고를
질문에
헤헷...
광고나

만들
행정
그런
이런

꿈이 광고 쪽이라고 하였는데, 울산 대학교를 광고로 포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울산 대학교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과 계열을 생각하게 된다. 아무래도 공학이나 간호 쪽으로 더욱 유명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내가 울산 대학교를 광고로 포장한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문과 계열의 언어나 행정 또
는 경영 쪽의 장점을 이용해서 학교 홍보 혹은 광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다.

Q3

꿈이 광고 쪽이면 혹시 영상이나 방송반을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A 중학교 3년 내내 방송반인 경험이 있었으며, 초등학생 때부터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는 등 영상이나 컴퓨터 프로그
램 등을 잘 만질 수 있다.

Q4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교외 봉사활동 시간도 많이 부족하네요.
A 전교 상위권에서 머물러 있었던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는 급격하게 성적이 많이 하락되었다. 아무래도 내가 배우
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과 꿈이 많이 바뀐 만큼 굳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공
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덕분에 봉사활동이니 뭐니 학교에 대한 행사도 많이 참가하지 않
았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면 열심히 봉사도 다니며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다.

Q5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를 와서도 공부에 손을 놓는 것은 아닌지?
A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울산 대학교의 행정학과는 내가 오고 싶어서, 나의 최종적인 꿈과 연관되어 있는 학
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과목들과 가고 싶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학하고 나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Q6

출석을 보면 뭐가 많이 빠져 있던데. 왜 그런가요?
A 많이 빠져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질병에 관련된 것들이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과민성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 많이 긴
장하거나, 예민하면 배 안에서 장이 조여 장염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설사나 기절 또한 많이 했었다. 아까 설명했
던 것처럼 나에게는 맞지 않다는 이유,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 하고 싶지 않은 공부까지 해야 한다
는 사실 때문에 학교를 가는 매순간이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아침에 배가 하도 아파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질병으
로 많이 빠졌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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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혹시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도 과민성 때문에 배가 아파서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A 다섯 번째 답변이랑 비슷하게 대답함.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와 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단언함.

Q8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학과에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 우선적으로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교들, 과 중에 하나이다. 나에게는 울산 대학교가 1순위였고 정말 여기 행정학과
를 나와서 열심히 공부한 뒤, 공사에 들어가서 공익 광고를 만들고 싶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또 공기업의
조직이나 인사, 채무 등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다.

기타 유의사항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5분 안에 면접을 끝내는 듯. 첫 번째로 들어간 여학생이 4분 만에 나왔는데 두 번째로 들어간
학생이 15분 동안 면접을 봄. 경직된 분위기라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세 분 전부 인상이 좋으시고 웃는 얼굴이
깔아져 있어서 체감상 15분? 정도 면접 봤던 것 같은데 나도 내내 웃고 있었던 것 같음. 아무래도 혼자 4시간을 기다렸기 때문
에 전부 자는 시간에 혼자서 질문 몇십 가지나 만들어서 답변까지 생각함. 그중에 하나가 Q2번. 혹시나 몰라서 대학 교수 선생
님 이름까지 외우고, 행정학과에 무슨 수업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물을까 봐 사회학개론에 대해서 공부해 간 것, 행정이라는 뜻과
행정에 관련된 이론 중 하나 posdcorb라는 이론, 생기부에 적혀져 있는 책과 관련된 행정 사례까지 외워 갔는데 그런 것 필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생기부만 보고 질문함. 교복은 안 입고 오는 게 좋고 학교, 이름, 수험 번호를 절대 발설하면 안 됨.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사회과학부(행정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세 분이 테이블에 앉아서 질문하시고 맞은 편 책상에 혼자 앉아서 대답.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사람과 소통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한 ○○○입니다.

Q2

봉사활동이 많은 데 원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A 중학생 때부터 봉사활동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년 동안 했던 유치원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이유는?
A 아이들 간의 갈등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Q3

성적이 왜 점점 하락하였는가?
A 저는 봉사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중점을 두어 교과 성적 보다는 활동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Q4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지향출판사’는 어떤 동아리이고 느낀 점은?
A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친구들과 동화책 만들기 동아리를 만들었고 ‘동성애’라는 주제로 동화책을 만들
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호평을 들어 뿌듯하였습니다.

Q5

동아리 활동 중 친구들과의 분쟁 시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A 먼저 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다 같이 모여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Q6

평소에도 갈등 발생 시 해결하려 하는가?
A 갈등 발생 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고 다 같이 해결하려 함.

Q7

영어 공부 계획
A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도 동아리를 통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앞으로는 인터넷 강의나 친구들과 모여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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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교과세특 중 방탕소년단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A 처음에는 유명한 그룹이 아니었으나 점차 성장을 하며 한류스타가 되었다. 그로인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ㆍ음식 등
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Q9

마지막 할 말
A 너무 긴장 되서 준비한 것을 까먹고 횡설수설함.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과 거리가 꽤 차이가 나서 목소리 크게 하고 면접대기실에 조금 빨리 가 있는 것을 추천. 그리고 모의면접을 안했는데
미리 꼭 해보길 바람.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서 면접을 봄.
면접시간은 8~10분 정도.

질문 및 답변
Q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A 화학공학과는 화학적 지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Q 화학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집안 환경이 화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일상생활에 화학이 많이 녹아들어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
심이 가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상을 많이 받았던데, 최우수2번, 우수1번.. 동아리에서 어떤 주제로 활동했나요?
A 자동차의 효율에 관한 주제로 연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에서 낭비되는 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연
구했습니다.
Q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데, 기억에 남은 책이 있을까요?
A 황영애 선생님의 화학에서 인생을 찾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화학의 심오한 내용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상생
활에서의 화학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시고, 독특한 비유로 재미있었습니다.
Q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보자면?
A 우선 장점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점은 조금 소심하다는 것인데, 그점은 많은 발표와 조장 등을 맏으면서
의견을 주장하는 식으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Q 바이오매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바이오매스는 탄소화합물에서 에너지를 얻는것이고, 방법으로는 직접연소법, 열화학적 변환법, 생물학적 변환법등으로 나뉩니다.
Q 멘토링 봉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었을 했습니까?
A 장애인들이 제과제빵을 하는 것을 가서 도와주는 것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줘도 얼마나 잘할까 생각했지만 직접
도와주며 해보니, 잘했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Q 물리도 중요한데,, 물리를 배우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부분은 어떻게 할건가요?
A 물리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개념서를 구입해서 한번 공부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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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생기부 바탕 학업성취, 전공적합성, 잠재역량, 인성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지원자 1명 입학사정관 3명

질문 및 답변
Q 본인 성격의 장단점이 뭐예요?
A 저는 긍정적인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저에
게나 남에게나 에너지를 줄 수 있고 행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웃음이 많은 것입니다. 많이 웃으
면 헤퍼보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여러 부탁을 쉽게 해서 곤란할 때가 많아집니다.
Q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A 울산 내에 큰 규모의 화학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서 저는 실험실에서의 실
험 뿐만 아니라 실제 공장규모에서도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Q 봉사활동 중 멘토-멘티 활동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고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A 저는 멘토-멘티 활동을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놀 때 저희는 공부를 해야 했
던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Q 진로특강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했나요?
A 잘 기억이 안나는데, 화학공학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Q 강의 내용이 어땠나요?
A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어떤 지식이라기 보단 화학과 화학공학과의 차이에 대해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있나요?
A 저는 나일론 합성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일론 합성 실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아디프산과 헥사메틸렌
디아민 용액이 반응해 고분자인 나일론이 합성되는 실험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액체가 만났는데 고체인 나일론
이 만들어진 것도 신기했고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축합중합반응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이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부족해 나일론을 합성한 후 말린 다음에 나일론의 질긴 특성을 보지
못하고 각자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까지 나일론을 말려오려고 맨 손으로 나일론을 들고 갔는데 몇 분 사
이에 손이 빨개져 따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주의사항을 더 잘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화학공학과는 물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 네. 공학이니까 어떤 수치를 해석하고 이용하는데 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물리 배우는데 어려움 있었어요?
A 저는 운동량 계산하는거나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Q ‘동물농장’을 읽고 느낀 점?
A 동물농장의 내용은 사람에게 억압받던 돼지가 사람들이 없어지니 사람들에게 받던 억압을 그대로 다른 동물들에게 저지
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만약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
각했습니다. 저는 돼지와는 다르게 사람들을 지위에 따라 보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면접형)
화학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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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오후반은 12시 30분까지 입실함.
7관 611호에서 대기함. (폰은 주어진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 대기시간동안 사용 금지, 그 외에도 노트북과 같
은 전자기기는 수거, 자신의 차례 전까지 가져온 자료는 볼 수 있음.)
처음에는 랜덤으로 앉았다가 감독관이 입장하면 면접 순서를 불러주면서 면접 차례대로 자리를 재배치하여 앉
음. 면접관이 마지막 면접자까지 면접을 완료하면 저녁 6시 30분 즈음 될 것이라고 함.
화장실에 가야 할 때는 손을 들면 감독관이 화장실 앞까지 동행함.
차례가 오면 순서가 적힌 스티커를 가슴에 붙임. 자신의 앞 순서의 사람이 면접을 하러 가면 복도에 나와 대기함.
면접관은 3명이고, 약 8~1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함.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학교이름, 주거지, 본인이름 등의 개
인정보는 발설 금지됨. 교복은 착용 가능하나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면접 보러 들어갈 때 제공된 가운을 걸치라
고 들음.

질문 및 답변
(인사 후 바로 질문 시작하심)
Q 화학공학은 어떤 것을 배우는 학문인가요?
A 공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의 화학 공정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소재, 그리고 화학 공정 과정에서의 안
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이 때는 경황이 없어서 화학공학은 어떤 걸 하는지보다 화학공학부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셨어요.)
Q 진로를 보면 의약품 연구원을 꿈꾸게 되었는데, 이러한 분야의 직업을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2학년 때까지는 의약품 연구원을 꿈꾸었다가, 3학년 때 의약품 화학공학기술자로 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자세한 설명 생략)
Q 학생은 화학공학부를 지원했는데, 화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낮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A 저는 화학 교과 공부 중에서도 양적 반응 부분을 풀이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적 반응 문제는 주로
주어진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여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입하여 풀이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표나 그래프를 분석
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러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랜 시간을 들여 개념을 공부하고 이해해나가는 저의 공부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화학 교
과 공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공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대학 공부에서는 이러한 저의 습관이 큰 장점
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꼼꼼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협동학습
을 할 때에도 주로 친구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것이 지나쳐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
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것은 대학 공부를 할 때 만큼은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의 측면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의 성적 1학년 1학기때는 성적이 낮았는데 2학기때 갑자기 성적이 엄청 올랐네요. 성적이 오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블라인드 면접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학년 1학기까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
학기 때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기대
와는 달랐던 자사고의 커리큘럼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러운 저희 집의 이사 때문이었습니다.(자세한 설명 생략)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A 제가 생각하는 공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약품 화학공학기술자가 되어 의
약품을 개발하고, 의약품을 생산할 때 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
해 울산대학교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8번 지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는 위급한 상황일수록 말을 빨리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말이 빨리 나왔습니다. 면접관 분들
께서 열심히 연습 해왔다, 말을 잘한다 칭찬 해 주셨지만 면접 내내 말을 천천히 해도 괜찮다면서 저를 진정시키시듯이 말씀하셨
습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할 때 말하는 속도에 대한 페이스를 조절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빨리 나오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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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
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농담 식으로 외워왔냐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답변을 하다가 한번 막힌 적이 있어서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하셨기에 몇 초 동
안 답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인지 답변을 그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셨습니다. 면접관 세 분 모두 미소를 띠시며 제 말을 경청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제 면접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전공 관련 지식은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생기부 관련 질문이었는데, 그 중에
서도 세부특기사항이나 독서, 봉사활동과 같은 활동 관련 질문은 하지 않으셨고, 저의 희망 진로나 성적에 대해서만 질문하셨습니
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장단점과 같이 기본적으로 나올 법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 자
신의 진로나 지원한 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좋고, 그 외에도 면접 기본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답변을 준
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화학공학부

면 접 방 법

1. 대기실에서는 감독관 3분 중 한 명이 주의사항 알려주심. (휴대폰 만지거나 지각 시 0점 처리, 블라인드 면
접이라서 OO번 면접자 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음)
2. 면접 순서대로 앉아있고 해당 순서랑 다음 사람 같이 나감.
3. 한 명당 10분 정도 진행, 자기 순서 끝나면 귀가

질문 및 답변
Q1

화학공학이 무엇인지 아나요?

Q2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안 좋다가 2학기에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Q3

1, 2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이 약사인데 3학년 때 의약품 화학공학기술자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Q4

대학 진학 후에 학업 계획이 있나요?

Q5

어떤 대학 생활을 하고 싶나요?

Q6

자신이 친구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Q7

봉사활동 중에 지역 문화의 집에서 한 활동이 있는데, 어떤 활동인지에 대해서와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Q8

수학 원리 탐구 대회 같은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수학이랑 과학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Q9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1. 지각하지 말기
2. 대기실이 추웠음
3. 빵이랑 음료수를 나눠줌.
4. 면접관분들께서 웃는 표정은 아니셨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음
5. 교과 세부 특기 사항에 있는 내용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음. 생기부 기반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음.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면접형)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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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다대일면접(면접관 3명, 응시자1명)
11월 23일 토요일 → 오후(12:00~4:00) [21명中 18번]
면접 장소: 8호관(자연과학관) 528호실

질문 및 답변
Q1

화학소재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중심질문)
A 어렸을 때부터 약국은 저에게 신기한 곳이자 제가 화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치
료됨에 수많은 화학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흥미를 바탕으로 의약품화학공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저에게 있어 화학과는 화학에 관련된 학문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제가 걸어갈 수많은 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교내에서 개최한 창의력 대회 생명과학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떤 대회였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중심질문)
A 교내에서 시릿한 과학 창의력대회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과학 상식이나 시사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 방식
의 대회였습니다. 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사용해도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약품의
성분과 같이 영양분을 체내로 흡수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 소화과정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고 답했습니다.

Q3

고교 과정 동안 가장 좋아했던 과목과 싫어했던 과목을 이유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중심질문)
A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화학입니다. 평소에 화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화학1에서
구조 이성질체를 배울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조이성질체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광학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에 대해
서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 저는 의약품에 자주 사용된다는 광학 이성질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 먹는 모든 약품은 유기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를 중심으로 R폼과 L폼으로 나눠진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광학 이성질체를 이용해 약품의 유효 용량이 늘어났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과목은 물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물리 관련 공식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려고 했
던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쉽게 다가갈 수 없다 생각해 그리 좋아하는 과목으로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물리를 공부 하게 된다면 외우려 힘쓰지 않고 다른 상황에 적용해가며 이해하는 방
향으로 공부 할 것입니다.

Q4

고교 생활 동안 독서를 많이 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중심질문)
A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사라진 스푼입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갈륨이라는 스푼을 이용한 마술 부분
이었습니다. 갈륨은 실온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 이지만 조금 이라도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액체로 변하는 물질입니다. 갈
륨으로 만든 스푼을 찻잔 속에 넣고 휘젓게 되면 뜨거운 차에 의해 금속이 액체로 변해서 사라져버리는 원리를 이용해
마술쇼를 했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금이나 은과 같은 주기율표와 주기율표에 나온 원자들
의 특성과 함께 어디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Q5

본인이 약을 개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약품을 개발하고 싶나요? (중심질문)
A 저는 최근 이슈화 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비록, 인수 감염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전
염이 되지는 않지만 돼지들에게는 감염 시 치사율 100%이기 때문에 농가 측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멘벤
다졸, 펜벤다졸과 같은 이미 제조하던 약을 항암제인지 연구하는 Redo 연구 활동에도 참여 하고 싶습니다.

Q6

본 학교의 화학은 약학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의 화학에 대해서도 다룰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요? (중심질문)
A 제가 꿈꾸는 직업이 제약분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약학 분야만 강조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화학이라는 분야는
여러 학문과 융합되어 새로운 분야가 탄생할 수 있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하게 된다면 너무 약학 분야에만 치우쳐 공부하지 않고 다른 분야도 약학만큼 노력 할 것입니다.

Q7

1학년에서 2학년 동안 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실험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나
요? (중심질문)
A 저는 아스피린 합성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 실험 할 수 있는 약품관 련 실험을 알아 보던중 아스피린
합성 실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실험의 난이도와 재료를 보니 그리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서 도전 해보았습
니다. 실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살리실산과 무수아세트산을 섞은 다음에 촉매로 작용할 인산도 넣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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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섞은 용액을 80도에서 중탕 시킨 뒤 찬물에 식혀줍니다. 그렇게 생긴 결정물을 깔때기에 거른 뒤에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해주면 아스피린이 만들어 집니다.
+) 이 실험 과정 중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추가질문)
A 아스피린 합성 결과의 성공도를 알기 위해 수득률을 조사했습니다. 수득률을 조사해보니 처음에는 60%대 정도가 나왔었습
니다. 다른 조에 비해 수득률이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지 조사한 결과, 중탕을 할 때 80도의 온도를 제대로 유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려하여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득률을 70%대 정도까지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저희(면접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요? (중심질문)
A 면접을 통해 교수님께 제 꿈을 이야기 해 드리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울산대
학교 화학과는 제가 의약품 화학 공학 연구원이 되는 포부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이롭게 변화 시키고, 화학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합격 하게 된다면 약학 분야에만 노력하는 학생이 아닌 복합적으로 다
양한 분야에도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Plus: 면접 도중 화학과 약학 분야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분야도 배운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할 말에 내가 다시 답변을 하니 센
스 있고 순발력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 분위기는 엄숙하였지만, 면접장 분위기는 살짝 풀어주는 분위기이었음.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 착용 및 명찰 사용이 금지이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 필요함.

전

형

학생부종합(면접형)

지 원 학 과

화학과

면 접 방 법

다대일 개인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의료인인 약사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화학과에
지원했고, 울산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울산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찾
아보며 관심을 가졌고 학교의 인재상인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인과 창의력을 증진시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직업인에 제가 잘 맞다고 판단해서 울산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비스무트 결정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비스무트는 원자번호 83번의 비금속 원소로 삼방정계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삼방정계는 7개의 결정계 중 하나로 세
각의 크기가 같고 세 변의 길이가 동일하며 정육면체를 잡아 늘린 형태입니다.

Q3

보이지 않는 결합은 무엇인가요.
A 보이지 않는 결합은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공유 결합을 말씀 그리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원자들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원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결합입니다. 주로 전
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은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과 일부 무기 화합물은 공유 결합으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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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치의예과(자연)

면 접 방 법

2개 방에서 각각 6분씩 생기부,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

질문 및 답변
Q ‘치과 의사가 말하는 치과 의사’(책 제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A ‘치과 의사는 생명을 다루지 않는데 의사와 기술자 중 어느 직업군에 더 가까운가?’에 대한 논란을 다룬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의사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이유를 설명함.
Q 특정 분야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고르게 수상이 많은데 그 비법은?
A 진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Q 생기부에 인성에 관련해서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A 친구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 좋은 결과물을 내 주기 보다는 과정을 함께 해 친구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는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인정받았기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다.
Q 3D 프린팅 기술을 치의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A 임플란트, 개인 치근에 알맞은 치아 모듈을 3D 프린터로 제작, 이때 티타늄을 사용할 시 그 효과가 증폭됨.

전

형

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한약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인, 약 6분간 면접
생기부 기반 면접(제시문 질문은 없음)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저의 꿈은 한방과 양방을 결합하여 한약을 연구하는 한약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약의 혁명, 맑은 한약’이라는 책을
통해 효능이 좋고 거부감은 적은 한약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원광대학교 한약학과는 전통과 첨단의 조화
속에서 한의약 부문 전문인을 양성하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약 1분 정도 이것보다는 길게 답함)

Q2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좋은데 어떻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나?
A 1학년 때는 단순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2학년 때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풀려고 노력하고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Q3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A 수학이라고 답함. (문과인데도 수학을 좋아한다고 답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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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A 저의 장점은 열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선도부원으로, 2학년 때는 학생회 임원으로, 3학년 때는 학급 반장으
로 다양한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습니다.

Q5

우리 과는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잘해야 하는데 문과인 지원자가 잘할 수 있겠는가?
A 저는 문과이긴 하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1번 볼 때 저는 10번 정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면접은 교수실에서 해서 생각보다 공간이 넓지 않았습니다. 교수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긴장하지 말
고 웃으면서 잘 얘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처음 들어왔을 때, 마지막 나갈 때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생기부 질문보다는 비교적 쉬운 질문들은 많이 받았는데 면접 후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아
리, 봉사 등 생기부의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하니 면접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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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학교
전

형

지 원 학 과

면접전형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Q 저희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A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물리치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라서 아무생각이 없었으나 받다보니 이 물리치료
기계가 저의 통증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흥미로워 이학과에 들어옴으로써
더 배우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질문지에 영어문장을 읽고 해석해주세요.
A 제가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영어공부를 할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Q 네 말씀하세요.
A 지금 면접기간인데 면접이 끝나거나 또는 면접과 최저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단어도 외우고 문장해석, 지문해석
등을 하며 영어실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A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해 제가 지향하는 실무능력과 물리치료의 전문성을 갖춘 물리치료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1. 먼저 온 5명의 학생을 대기실로 이동시킨다.
2. 제비뽑기 형식으로 3가지의 질문이 적혀있는 질문지를 뽑는다.(5명 모두 질문이 달랐음.)
3.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할 시간을 약 10분 부여한 후 면접실로 들어간다.

질문 및 답변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한 후 질문지에 나와 있는 3문제 중 면접관이 2문제를 선택하여 질문 함.
Q1

친구는 자신의 거울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하여 소개하시오.(따로 질문하지 않았음.)

Q2

대학가서 하고 싶은 3가지를 말하시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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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봉사를 가보고 싶음.
2) 대학을 다니며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 2명이 있으면 좋겠음.
3) 기억이 나지않음.
Q3

영어지문을 해석하시오.
A 읽기는 했지만 해석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아오겠다고 답변함.

전

형

면접전형

지 원 학 과

초등특수교육과

면 접 방 법

먼저 면접 대기장이 있었어요 ! 그래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 9시
30분부터 2시까진가 ? 그중에 또 선택 할 수 있었어요 !
저는 빨리하고 싶어서 아침을 선택해서 9시 40분 정도에 시작한 것 같아요 ! (여기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오후에 가면 교수님들이 지쳐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 그래서 면접 대기장에 들
어가서 대기하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빨리 와서 그런지 준비됐는지 물어보시고 좀 보고 갈래 아니면 지금
갈래 ? 이러셔서 그냥 오는 길에 조금 봤기 때문에 ( 면접 답변 –이걸 적고 연습하는게 좋아요 !) 상관없다고
해서 어떤 여자애랑 같이 갔어요 ! 한 5발자국 가면 교수님 방이 있고 그 바로 앞에서 2자리에 앉아서 면접
질문을 뽑아야 해요 ! 뽑고 5분있다가 ? 사실 체감상으로는 한 3분.. 여튼 뽑았다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

질문 및 답변
면접 질문지에 나오는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물어보는 느낌이였어요 !
Q1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을 때, 교사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
A 경험을 말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싶다. 또한 가해학생과 대화를 원한다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 이후에 피해학생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WEE클래스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
켜볼 것 같다.

Q2

입학 후 학업계획
A 평소 수화에 관심 있어 kmooc도 들었지만 자기소개나 인사정도 밖에 못하고 심화과정까지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위덕대학교에 있는 동아리 ‘s.p.dream’에 들어가 수화를 심화과정까지 배우고 싶다. 그 이후에 ‘수아라’라는 동아리에 들
어가서 농인들과 자주 만나며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또한, ING축제에서 직접 편견없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 고
등학교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긴 했는데 한계가 존재했고, ING축제에서는 부스운영 공연까지 모두 준비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약간 요런 식으로 말했어요 !

Q3

영어지문 읽고 해석하기
A 저는 읽고 해석 했어요 ! 몰라도 그냥 말해보세용 ! 그리구 영어지문 읽을 때는 완전 혀 굴리면서 본토발음으로 하세
요...^^... 일단 영어지문은 무조건 읽어요 ! 근데 만약에 정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좋아요 !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저의 보완점을 잘 찾아서 다음번에는 잘할
자신 있다 ! ” 이런 식으로 ! ( 꿀팁 또 뿌리고 갈게요 ^^ )

Q4

우리학교를 알게 된 이유와 우리학교 지원동기
A 저희 학교에는 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위덕대가 붙여진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추천으로 ~ 요런 식 그리고 학
교 지원동기 준비해 가면 됩니다

Q5

지원동기가 무엇인가
A 제가 준비한 지원동기 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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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가 ?
A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 하구 자신의 장점이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아요 !

Q7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자신의 공부법으로 공부할 것 인가요 ? 아님 자신의 공부 방
법을 바꿀 건가요 ?
A 저는 평소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었고 이해하지 않으니 잘 외워지지도 않았습
니다. 제가 만약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해하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요런느낌으로 !

Q8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
A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 저는 그냥 어떠한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지 말했어요 !

기타 유의사항
일단 다른 학교든 이 학교든 공통 소양은 무조건 외우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면접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으니깐 꼭
모의면접 해보시고 ! 편안한 분위기 였어요 위덕대는 ! 그렇기 때문에 긴장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 (그래도 긴장은 되더라구요..)
여튼 저는 좋은 경험이였고 이 면접 마치고 어디로 데려가서 뭐지 ? 생각했는데 위덕대 특교과 선배들과의 만남해서 선배들이랑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 약간 홍보 차원이긴 했지만요 ! 그래도 나름 좋은 경험 이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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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 학생 = 3 : 1 / 면접시간 : 6분
4시간 기다림 / 분위기는 압박감 없이 편안하였음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를 존경한다고 언급함. 여기까지 대답하는 와중에 갑자기 면접관이 말을 끊고 관련 꼬리질문을 함.(뒤에 준비한 나머지
대답을 끝내지 못함.)

+) ~을 존경하게 된 이유(질문1의 꼬리질문)
A 역사시간에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를 찾아보다가 ~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그 분이 우리나라 간호학에 미
친 영향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며 관심을 가지게 됨.
Q2

융합인재(교내수상기록)의 뜻과 장단점
A 과학의 날 행사 중 하나인데 과거의 경시대회와 같은 내용임. 물리영역이 뉴턴인재, 화학영역이 모즐리 인재, 생명과학이
다윈인재, 지구과학이 케플러인재로 구분함. 4차 산업혁명시대인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통합적 사고력이 중요
함. 본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상을 계기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통
합적 사고를 하고 여러 학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춰서 융합할 줄 아는 미래인재로서 역량을 기르게 한다고 말함.

Q3

3학년 학생부 진로활동에 언급된 ‘학급건강신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A 세상을 바꾸는 아침에서 조사한 5대 질병에 관한 내용과 성인병 예방하기 위해 다이어트 방법으로서 갈색 지방에 대한
내용 등 건강한 다이어트의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하였음.

Q4

동아리활동 관련
A 000이라는 과학동아리 활동을 2년간 했기에 그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함. 식물의 알레로파시효과와 화학
비료가 식충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장기간의 탐구단계를 수행하였고, 실험과정과 결과에서 가설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피드백을 하고 재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Q5

10년 후 계획을 말해봅시다.
A 제가 목표로 하는 국제간호사, 정신과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하고, 국내에서도 직
접 임상경험을 많이 하여 환자와 소통하는 따뜻함과 의학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것임.

기타 유의사항
면접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 편안함. 평소에 낯선 사람 앞에서 떠는 편인데 엄청 친절하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긴
장되거나 떨림 없이 괜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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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경제학과

면 접 방 법

금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포스코관에서 모든 학과가 고교추천전형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입실 후 각 학과별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면접 전과 면접 중, 면접 후 지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해당 대기실의 감독관이
안내합니다. 면접 순서는 대기실에서 가번호 부여를 통해 지정해주며, 대기시간 동안 자신이 준비해 온 것들을
점검할 수 있고 대화는 금지됩니다. 부여된 가번호를 부르면 면접장 앞에 비치된 의자에서 대기합니다. 면접실
에 들어가면 마련된 자리에 앉고 면접을 진행하면 됩니다. 면접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생기부의 내용을 기
반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별도의 자소서, 혹은 추천서를 학교측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완료되면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퇴실 후 건물 밖을 나가야 합니다.
고교추천전형이고 교과 위주의 전형인 만큼 꼭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큰 틀은 거의 동일합니
다. (같은 전형을 쓴 타 고등학교의 경영학과와 지리교육과 지원생에게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학과 지원 동기(경제학과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저는 1학년 진로희망 사항이 없었고,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경제학자, 경제학 연구원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진로희망 사
항이 없었던 이유와 2학년 때부터(1학년 말부터)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면
접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거나 저처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략하게 설명하되
자신의 관심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사례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Q2

3학년 교과활동(사회문화 시간에 했던 질문지법을 이용한 질문지 작성 활동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세요.)
A 학급 내 모의면접의 효과가 가장 빛을 발했던 질문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질문 범위는 포괄적이면서도 스스로의 활동
에 대한 어느 정도의 깊이를 요구하는 질문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질문지에 들어간 주제
와 이것의 선정 계기, 설정한 가설의 내용, 조사 과정, 도출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말씀 드렸고, 면접관 선생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질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함으로
써 자신의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제 용어나
사회과학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Q3

3학년 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 시간에 조사한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이 질문에는 시간 부족으로 답변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 먼저 양적 완화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후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대로 퇴
실했습니다.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관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말이 끊어지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
습니다.
지원동기와 교과활동, 동아리활동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후배님께서 눈에 띄는 활동이 없다면 예상 질문이나 학교 인재상,
또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형 특성상 생활기록부에 다양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이화여대 캠퍼스가 그렇게 넓지 않고, 면접장까지 가는 길이 중간중간 표시되어 있어 면접장을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
지만 입실 가능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면접 2시간 정도 전에 먼저 건물 앞까지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신촌역이 이화여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화여대 앞 지하철 역도 이화여대와 별로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생각보다 멀리 위치해 있고, 교통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실 거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
다. 또, 금년에는 겹치지 않았지만 국민대나 연세대와 같이 지하철 노선을 공유하거나 주변에 있는 타 학교와 일정이 겹칠 경우
2호선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주변 학교의 일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의 경우 교복 착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본인이 편한 선에서 셔츠나 블라우스에 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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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금속탐지기를 통해서 확인하며, 개인행동 및 행동범위 이
탈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만 잘 따르면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궁금
한 사항은 감독관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챙겨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챙겼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학생증보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의 수에 따라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사용했던 자료들 중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 챙
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던 대기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걸 읽는 후배님은 꼭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완료 후 퇴실한 다음에는 건물 내부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길이나 승강기의 위치, 출구 위치 등은 자리마다 감독관들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은 압박면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긴장하기 보다는 평소 준비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교육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분 :1 / 면접시간 6분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 꼬리질문 2개
Q2

수업시간에 많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얘기해 보세요.
A 수업시연 한 것 대답

Q3

교육학 수업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개설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듣는 것입니다.

Q4

교육학 수업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강의식이었나요?
A 네. 선생님께서 먼저 강의식으로 수업하신 후 모둠 친구들끼리 각자 의견을 말하여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5

교육학 수업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며, 가장 인상깊은 것은?
A 교육학 수업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학자, 조선시대 교육제도, 일제강점기 교육방식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학자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특히 루소의 ~ 교육사상을 통해 ~ 교육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6

초등교사를 꿈꾸는 것 같은데, 초등교사의 자질과 교육공학자로서의 자질에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나요?
A 이 때 종쳐서 답변 못하고 마지막 말 하라 하셔서 했습니다.

Q7

전

마지막 말 한마디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교육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 준비 자료나 간식 외에는 다 수거합니다.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면접 자료를 보다가 이름을 부르면 면접 장소 옆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면
접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3:1 면접을 합니다.( 앞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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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지원 동기?
A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하고 잡이’입니다. 제 꿈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교육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3년간 꾸준한 교육 봉사활동과 교육 거점형 공동 수업을 들으며 교육 심리와 교육 철학에 대해 알아보
았습니다. 저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봉사를 하고자하는 제 꿈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2

교육 프로그램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까?
A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
기에 교육도 행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교육을 위해 성취감, 애정, 자극, 호기심을 충족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꼭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3

무엇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나요?
A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와 관련된 교수법과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교육내용이 합쳐진 것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Q4

학교 폭력 UCC대회는 뭐예요?
A 학교 폭력 UCC 대회는 친구들끼리 무작정 도전했던 대회입니다. 저는 가해자 역할이었는데 피해자 역할인 친구에게 대사에 있는
말을 하였을 때 친구가 상처를 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피해자의 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5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A 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교육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것은 뭔가요?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의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꽃제비, 성노예 관련 이야기를 읽은 후 인도의 카스트제도 관
련 프로그램을 보며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Q7

무엇을 가장 공부하고 싶나요?
A 저는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을 가장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의 모태가 된 TY프로그램을 탐구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
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을 가장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8

최종발언
A 인재상을 언급하며 말함.(T-H-E- H라는 역량을 기르겠다!)

기타 유의사항
*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는데 임의로 골라서 하는 것이니 놀라지 마세요!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면 접 방 법

1. 면접 대기실에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대기
2. 면접시작 시간이 되면 면접생 유의사항 알려주고 가방에 전자기기 넣어서 앞으로 제출
(대기시간 중 읽을거리, 냄새·소리 안나는 음식물은 허용)
3. 임의로 아무나 골라서 5명 정도 금속탐지기로 검사
4. 신분 확인(수험표, 신분증) 후 가번호 부여(우리 전공은 수험번호 순대로 부여)
5. 맨 처음에 두 명 부르고 (한명은 바로 면접실 가고 한명은 대기) 그 다음부터 한명씩 불러서 미리 면접실
앞에서 대기시킴
6. 면접은 3:1 블라인드 면접, 면접시간은 6분 (면접실 앞에 소지품 전부 두고 입실)
7. 면접 끝나면 면접실 앞에 둔 소지품 들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 행

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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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본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세요.

Q2

생기부 보니까 물리2랑 지구과학2를 수강했네요. 수강자 수는 몇 명이었어요?

Q3

둘 중에 더 쉬웠던 건 뭐였죠?
A 지구과학2가 더 쉬웠습니다.

Q4

지구과학2에서 제일 쉬웠던 부분을 말해주세요.
A 대기 부분, 특히 여러 가지 바람을 배우는 부분이 가장 쉬웠습니다. 지균풍의 경우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한파 사이의 관
계성 탐구 시 미리 접한 개념이라서 다시 학습할 때 쉽게 다가왔습니다.

Q5

그럼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저는 암석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 지구과학1에 비해 많이 세분화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Q6

그럼 이제 질문을 할 건데, 제일 쉬웠던 부분으로 물어볼까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으로 물어볼까요?
A 저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말 하니까 다들 웃으심)

Q7

그럼 대기 부분으로 질문할게요. 지균풍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룰 때 등압선과 평행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Q8

그렇다면 지균풍에 마찰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죠?
A 기압경도력 쪽으로 바람이 휘어집니다.

Q9

그러면 이 마찰력은 언제 작용하나요?
A 상공 1km 이상의 자유대기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작용합니다.

Q10 중심부에 저기압이 있으면 바람이 어디로 휘어지죠?
A 안쪽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Q11 3학년 때 과학토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주제가 뭐였죠?
A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인수공통전염병 중에서 추후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를 고르고 그 해결 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Q12 학생이 고른 질병은 무엇이었죠?
A 일본뇌염과 지카바이러스를 골랐습니다.
Q13 그 이유는?
A 두 질병의 공통점은 바로 모기가 질병을 매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
나라가 모기 유충이 더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두 질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14 그런데 지카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발병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골랐죠?
A 제가 과학토론 대회 당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주도에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기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서 선택하
게 되었습니다.
(6분 타이머)

기타 유의사항
생각보다 6분이 굉장히 짧다. 면접을 끝내고 나왔을 때 면접으로 분별할 것 같다는 인상은 강하지 않았다. 교과 성적 : 면접=
8:2 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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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작년이랑 질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놀랐다. 작년에는 교과 관련 질문보다는 전공 관련 질문이 많은 느낌이어서 그쪽으로 공
부를 많이 해갔는데 정작 교과서 내용을 물어봐서 김빠졌다. 너무 작년 사례만 믿지 말고 교과 관련으로나 전공 관련으로나 대비
를 해 갔으면 좋겠다.
면접 분위기는 그냥 적당. 그렇게 위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화기애애하지도 않았다.
나는 수험번호가 앞번호라서 빨리 면접 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전공이랑 환경공학전공이랑 같이 대기실 들어간 후, 환경공
학전공부터 면접을 봐서 2시간 넘게 대기했다. 수험번호가 빠르다고 대기시간이 적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학과

면 접 방 법

수험번호대로 1-60, 61-91번으로 대기실이 나뉘어있었습니다. 9시가 되기 전까지
들어가면 6분을 스탑워치로 딱 재시고 울리면 답변을 멈춰야 합니다. 91명이나 지원해서 여유롭지 않았기 때
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과 후기는 다 울려도 마지막 할 말을 시키는데 초등교육학과는 그렇지 않았
습니다.

질문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기번호 말하려는데 앉으시면 돼요 하고 말을 자르셨슴니다. 다들 웃어주시긴 했습니다. 후기도 다들 그랬던
걸 보니 진짜 애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Q 학과와 관련해서 수상도 많이 하고 다른 활동도 많이 한건 알겠어요. 다양하게 활동하고 특히 수상도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성공했다고 생각한 수상과 그 성공요인을 초등교사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해보세요.
A 저는 독서 골든벨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문학에 한창 관심이 많던 와중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로 골든벨 대
회가 열려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선정되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대회를 나가는 친구들과 같이 문제도 내주면서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에 좋
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3학년때는 이 경험이 인문학 동아리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점이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러한 대회를 통해 인문학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초등학교 교사로서도 더 넓은 지식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
는 역량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Q (세 분 다 고개 끄덕이시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중에서 실천적인 덕의 중요성을 알게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or 어떻게 실천 할 수 있는지?
A (잘 기억이 안나구.... 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예비교사로서는 아이들이 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책
을 읽히거나 '역지사지'와 관련된 주제로 연극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씀 끊고 "책을 그냥 읽히는 것만으로는 덕을 쌓기에는 힘이 들텐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래요?
책 제목이나"
A 네.. 책 제목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역지사지'같은 경우는 이솝우화와 같은 책을 읽히거나, 또는 역사와 관련된
만화책을 통해서 관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야기할수록 실천적인 덕과는 멀어지는 듯한....)
+) "역사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점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래요?"
A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같은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임진전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들을 역사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서 그러한 점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장점은 본인이 많이 알고 있을테고 많을 테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과 그 단점이 교사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을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불안해하는 것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은 저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도했고 교사로서는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
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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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 지금 23초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듣고 끝낼게요.
A 네.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인문학과 역사와 관련된 교양과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양과목들을 이수
하면서 폭 넓은 시야와 경험을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때 스탑워치가 울려서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다고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셨슴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서 씁쓸한 웃음과 함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 두 분은 웃으시고 한 분은 고개 끄덕이시다가도 귀찮아하는 표정이셨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 세 분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무표정을 웃는 얼굴로 마주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도 침묵만은 흐르지 않도록 열
심히 입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머리를 돌렸어요......)

기타 유의사항
생각해보지 않았던 형식적인 동아리에 대한 질문까지 하셔서 아쉽기도 했고 비록 준비한 걸 거의 못 보여드려서 슬프기도 했지
만 그래도 저의 목표는 안 울고 안 떨고 할 말만 잘 전달하고 오자였기 때문에 후련합니다! 그리고 6분이라는 시간이 나의 역량
을 보여주기에는 어차피 너무 짧고 면접 비중이 20%라서 합불은 내신 성적이나 생기부 내용에서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붙어
도, 떨어져도 면접 때문은 아닐거라고 생각할겁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초등교육과는 많이 지원해서 그런지 대기실/면접실이 각각 두 개에요 대기실 들어가서 좌석에 붙여져 있는 수
험번호랑 이름표 찾아서 앉으면 신원확인하면서 가수험번호 나눠주십니다. 폰이나 가방 교실 앞쪽에 내고, 금속
탐지기로 몇 명 랜덤으로 뽑아서 휙 휙 한 다음에 기다려요 가번호대로 한명씩 나가서 면접실 앞 의자에서 조
금 대기타고 앞사람 끝남과 동시에 들어가요! 인사한후 타이머 누르는 소리 들리고, 타이머 끝나면 다같이 수고
하셨습니다~ 하시고 인사하고 나가요 그대로 안내받으면서 나가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Q1

수상경력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과 인상 깊었던 이유나 과정을 말해봐라
A 1학년 때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토대로 소논문을 썼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플립러닝
즉 거꾸로수업이라는 수업방식을 영어수업에 도입한 학기였는데, 이 플립러닝 영어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주 불만이었
다. 매 수업시간 예습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고 제 친구 중 한 명은 조별로 묶어서 수행평가를 채점하는 방
식 하에서 참여 의지가 보이지 않는 조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고 과연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수업 방식은 무엇일
지 고민하면서 소논문 대회에 나갔다. 1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돌리고, 통계를 내고 강의식 수업
이나 플립러닝을 포함한 토론식 수업에 대해서 직접 고민해 보는 과정이 인상 깊었던 것 같다. (추가질문 들어올 줄 알
았는데 없어서 엥 함)

Q2

많은 동아리활동 중 하나를 골라서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
A 2학년 때 또래상담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다. 이전까지 동아리 부장 같이
4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서 부담이 많이 되었고, 기획했던 활동들이 갑자기 무산되어서 많이 힘들었
었는데 차장들과나 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릴레이 소설 쓰기나 축
제 부스 등을 기획하면서 리더라는 것이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함께하는 과정 속에 ~ 마지막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협력, 협동 이런 가치들 속에서 완성되는 ~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Q3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교사가 되었을 때 이 책에서 얻은 걸로 적용할 수 있는 것
A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책에서 행복지수 1위 나라인 덴마크의 행복한 사회, 학교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행복한 학교 속에서 경쟁보다 협력의 가치를 배우게 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서 그 분위기가 학교에서 사회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교사가 된다면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행복한 분위
기를 만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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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A 학교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선후배 간 위계질서 문화였다. 단순한 나이차이로 존대를
써야하고 체육대회 때 반티를 정하는 문제로 선배가 후배에게 압력을 넣는 것들을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제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학교 공적 행사에서 선후배 간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함께 활
동하는 프로그램 짜기 등등으로 해결하고 싶다.
Q4

생기부에 미네르바스쿨과 관련하여 탐구한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래의 학교 모습이 어떤 영향을 줄지 말해봐라
A 미네르바스쿨은 학생들과 교수들 간 수업이 인터넷 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로, 미래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런 학교들이 더 발전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접근 기회, 경험이 아주 자유로워질 것 같다. 클릭 몇 번으로 시공
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 받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그저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
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심화적인 토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 세 명이 앉아계셨는데 정말로 역할 나누신 듯이 웃는상/정색상/보통 이 느낌이셨어요. 질문이 어렵지 않아서 답변도 무
난하게 했는데 떨어진 거 생각하면 좀 더 학구적인 측면도 부각해야 하나 싶습니다~! 저는 앞순서라서 초콜릿 두 개 먹으니까 바
로 들어갔는데 뒷부분이신 분들은 기다리시느라 조금 지쳤을 것 같기도 해용 면접 컨설팅 학교에 오셨을 때 목소리 크게 크게하
라 했는데 면접 갔을 때는 목소리 충분히 잘 들리니까 너무 크게 안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면접관과의 사이도 그렇게 멀
지 않아서 그저 당당함만 보여주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저는 떨려서 목소리 떨면서 당당한 척 했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추상적
이고 쉬우니 생기부 기본내용 정리하면 될 거 같아요! 6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짧아서 허무함에 걷다가 교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행정학과

면 접 방 법

*
*
*
*
*

생기부 기반 면접 / 교수님 3분 학생 1명
6분 동안 생기부 확인/기초 소양
일반 면접이나 경쟁률이 낮음
블라인드 면접,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안 됨.
교복 입고 가지 말 것 / 접수순으로 면접 봄, 가번호 씀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학과)
A 제 꿈은 정책학자입니다. 사회문화에서 보고서 쓰기 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도입이 실제로 효
과가 있는지 알아보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행정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학자가 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방분권화의 정치, 경제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서 행정학에 대한 매력을 느꼈는가?
A (답변 못함)→Tip.답변 못하겠으면 죄송하다하고 다른 답변 더 하는 것을 추천!!
Q2

행정학과에 있어 자신의 장, 단점을 말해보세요
A 저는 융합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구과학탐구보고서 대회출전·수상으로와 같은 활동을 통해 쌓은 과학적 소
양, 문예창작동아리, 인문학 특강을 통해 쌓은 사회적 소양은 종합적 학문인 행정학에서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
는 정책학자로 성장하고, 4차 산업 혁명 에서 필요한 융합적 인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점을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미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3학년 때 내신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ut 실제도 성적
하락은 하지 않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를 취미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희망하고 관심 있는 행정학을 배운
다면 이러한 취미에의 몰입이 고우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Q3

공무원 관심이 있나? 진로희망은 학자라고 적어놓았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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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이 더 좋을 수도 있음. 행시 때문에 저런 듯)
Q4

왜 지방행정인가?
A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
각하고, 또 여러 시사를 접하면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있습니다. 울
산에서는 공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산재 전문병원이 필요하데, 의료 수가 맞지 않아 6000침상을 3000개로 줄이면서(면
접관님께서 끊으심)

Q5

역경 극복 사례를 말하세요.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산그리메 교지편집부에서 동아리장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장이 처음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2학년 때 독서 골든벨 /추진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2학년 때 활동에 적용하여/타이머 울림/(짧게 마무리하세요)라고 말하심/예년보다 더 발전된
교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
*
*

생기부/기초소양 둘 다 물어볼 수 있음. 나 같은 경우엔 생기부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지만 생기부에서만 물어보는 사례도 많음
실내가 10월이고 화창해서 조금 더웠음. 겉옷 두껍지 않은 거 추천.
여대이지만 남교수님만 있을 수 있음. 당황하지 말 것
분위기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음. 역시 당황하지 말 것
고교추천은 면접이 20%지만 전년도(2019학년도) 입시결과를 살펴보면 면접에서 변별이 꽤 되어서 3배수~ 그 외의 내신 범위
에 있는 학생도 합격할 수 있음. 추합률이 약 100%이므로, 면접의 난이도는 대체로 높지 않지만 잘 대답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
대할 수 있음!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신 안정권인 경우 합격률이 80%라고 함. 수능 최저가 없으므로 수능 전 10월에 면접
을 보기 때문에 그 외 대학 최저준비와 병행하여 둘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 원 학 과

화학생명분자과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은 3(면접관):1(나) 로 진행되었고, 과가 학부제인 만큼 면접볼 때 화학과 교수 한 분, 생명과학과 교수 한
분, 입학사정관 한 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수험번호에서 뒤에 세자리가 원서접수 순번인데 이 번호대로 면
접이 이루어졌고, 이 과는 103명이 지원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다른 방에서 면접을 진행했어요. 3시에 시작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면접본 친구는 4시간을 훌쩍 넘게 기다렸다고 해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꼭꼭 간식과, 물 등을 지참하길 추천해요. 면접시간은 6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과가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갑
자기 5분 30초로 줄이셨어요.. 한 질문에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해요.

질문 및 답변
<입학사정관 질문>
면접관 :들어오세요. 앉아요. 자 시간은 5분 30초만 줄겁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Q1

생기부를 보니 관심 있는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독도수호 백일장, 통일 백일장,~~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았네요?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한가 봐요. 여기서 받았던 상중 가장 인상 깊었던 상은 무엇이고, “나의 꿈, 나의 삶 글짓기“
에선 어떤 글을 쓰고 상을 받았는지 말해보세요
A 네 저는 생명과학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활동을 했지만,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도전해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상은 “학력증진 멘토멘티 우수상“ 이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이때는 다른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다양한 상을 받았다해서 과학말고 다른 상을 말해야하는 줄 알고 생각나는 다른 상을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과학상을 말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의 꿈, 나의 삶 글짓기에서는 ~~~~~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첫 질문부터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말이 길어서 내가 무슨 내용을 답해야하는지 계속 잊지 않으려 노
력했어요. 다시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시원하게 답하는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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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교수 질문>
Q2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인테그레이트 기술이 새로 만들어져 신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A 네 유전자 편집기술은 ~~~~~~~~~~입니다. 인테그레이트 기술은 이번 해에 새로 만들어진 신기술로 ~~~~~~~~~~~~입니다.

Q3

인테그레이트 기술이 유전자를 자르지 않고 편집할 수 있다고요?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A 네 인테그레이트 기술은 ~~~~~~~~~합니다.(전 질문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더 요구하셨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이라
더 자세히 말했어요! 이때 교수가 질문을 더 하고 싶어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계속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더라구요.. 더 질문하고 싶어했는데 다른 교수분들이 눈치를 주셔서 멈추신 것 같아요.)

<화학과 교수>
Q4

폐기물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Q5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 Q3부터 Q5까지 모두 제 생기부 기반 질문들이었어요. 여기서 생기부를 자세히 물어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꼼꼼
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생기부 질문은 거의 3학년활동에 집중되어있어요. 꼭 3학년부분은 확실히 하세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들에게 웃음과 부드러움을 바라지 마세요! 제가 면접하는 내내 눈을 마주치는 면접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생기부 보
고 질문하시기에 바쁘세요. 한 분은 피식피식 비웃는 듯 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면접 내내 웃으면서 자신 있게 대답하
세요. 생기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떠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 몰라 준비는 하겠지만 지원동기, 자기소개에 너무 열중하지 마세요. 그런 기본질문? 제가 알기론 물어본 친구
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저도 준비 열심히 했는데 필요 없었어요. 꼭 3학년 생기부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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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간호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A~F조 각각 16, 17번까지 있었음.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각 조별 1번부터 차례대로 면접실로 이동 / 면접실
로 가서 앞사람 면접 1분 남았을 때 제시문 읽고 생각할 시간 줌 / 면접관 2명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A 저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기운을 주는 행복분무기입니다. 제가 말을 재치 있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해서 친
구들에게 재밌고 편안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힘들 수 있는 고등
학교 3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할아버지 병문안 갔을 때 ~~~~~해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2

간호학과에 오기 위해 3년 동안 노력한 점
A 간호학과는 공부할 양도 많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이 잘 갖춰져 있
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공부, 내신 성적에 신경 썼습니다. 간호학과에서 중요한 영어는 ~~~~~ 전체적인 내신을
올리기 위해 지구과학으로 멘토멘티 활동을 하고~~~~~. 성적뿐만 아니라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몸소 병원환경을 느끼고
싶어 인근 대학병원 봉사를 지원해서 ~~~~~~~.

Q3

제일 좋아하는 과목
A 지구과학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올려다보기만 했던 밤하늘을 천체단원을 배우고 나서는 배운 것을 적용해보
면서 밤하늘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Q4

조별과제나 수행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A 저희학교는 제 2의 축제라고 불리는 큰 행사인 스팀데이가 있습니다. 저희 화학동아리에서 ~~~~~부스를 진행하였는데
모의실험과정에서 ~~~~~~.

+) 1) 스팀데이는 얼마동안 진행합니까? 몇 명이서 부스를 진행했죠?
+) 2) 10명이면 의견이 다양해서 주제 정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나
+) 3) 부스를 준비한 기간은 얼마동안이었나
Q5

밖에 도우미친구들도 그렇고 간호학과 시험이 다음 주인데 면접도우미를 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시험이 당장 내일인데 면
접도우미 신청을 받으면 할 것인가? (봉사 시간 등 아무 혜택 없다.)
A 아까 면접대기실에서 선배님들보고 나도 나중에 면접도우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간호학과 공부할 양 많다는 것
알기에 저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할 것이고 내일이 시험이라도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 상관없이 도우미
하고 싶습니다.

Q6

대학교 오면 체육대회 같은 행사들 있다. 주말에 체육대회이고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상황인데 요즘 누가 강제로 참여
하냐고 안 온다는 친구들 있으면 어떡할거냐
A 저는 워낙 학교활동이나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자, 해보자 할 것 같습니다. (입학하면 지켜보겠
다고 하심)

(1분 남았다고 문 두드리면) 마지막으로 할 말 물어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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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교과(간호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방식 및 시간 : 심층면접(Behavior Experience Interview),
면접위원 2명이 수험생 1명을 15분간 면접
2. 진행방식
① 면접실 밖에서 1분간 제시문과 질문을 읽고 답변 준비
② 면접실 안에서 14분간 면접
3. 평가내용 : 공통질문(입학홈페이지 공지), 좋은 간호사의 인성 및 잠재력을 확인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다친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을 하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 지원자입니
다.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라는 책을 읽고 건강과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 간호학과는 인술제세, 인덕제세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실무중심
의 간호사인 good nurse를 양성하므로 good nurse이자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약 1분정도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말함. 지원동기를 말할 때 인제대학교만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적, 비전 등을 미리
알고 얘기하면 좋음.)
Q2

제시문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제시문 : 고등학교 생활 중 조별활동이나 학급활동에서 목표를 세워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를 말해보세요.(제시문이 자세히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질문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A 저는 3학년 때 학급 반장을 맡아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체육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
지, 제가 학급반장으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등을 어필함.)

+) 제시문에 대한 꼬리질문이 한 3~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Q3

간호학과는 영어 잘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A 네. 잘할 자신 있습니다.

Q4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나요?
A 저는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여 환자중심 간호를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인제대학교는 칼같이 면접시간을 15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15분 안에 자신이 할 말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넘어
가면 지원자가 말을 하고 있더라도 말을 끊은 뒤 퇴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을 하던 중 1
분 정도 남으면 노크로 알려주기 때문에 노크 소리를 들으면 답변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간호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15분의 2대 1 면접(교수님2분/여성) / 전공적합성,인성 및 기초학업능력 면접
모든 소지품 입실불가(복도에 두고 면접에 참여)
블라인드면접 / 들어가기 1분전 제시문 읽고 답변 생각, 14분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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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들어가면서 면접 조서 적을 때 같이 쓴 라벨스티커 교수님 두 분께 한 장씩 드림
Q1

의자에 앉으세요~
A 네 감사합니다.

Q2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의 sun처럼 밝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저를 나타내는 단어 sun은 sensitive,
useful, notable의 약자입니다. 첫째, sensitive의 뜻은 ‘세심한’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
심함을 가졌습니다. 둘째, useful의 뜻은 ‘유용한’입니다. 태양이 모두에게 유용하듯이, 저 또한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notable의 뜻은 ‘주목할 만한’입니다. 오래 전부터 간호사가 꿈이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탄탄한 주목할 만한 학생입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모두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Q3

간호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한 교과, 비교과에 대해서?
A 교과 활동은 생명과학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유전 부분을 선생님께 자주 질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공부
했다고 답변. 비교과 활동은 2년 동안 의료 탐구반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 중 암에 대한 탐구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고
동아리 장 역할을 맡으며 리더십도 기를 수 있었다고 답변.

Q4

암에 대한 탐구를 했다는 것이 되게 눈에 띄는데, 탐구라는건 찾아보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A 각자 맡은 암에 대해서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고 토론 형식으로 내용을 공유하며 질문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활
동을 통해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고 답변

Q5

리더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혹시 학급 내 임원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A 반장 부반장 경험은 없지만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멘토 역할은 한 적이 있다고 답변

Q6

교내 활동 중 조별 활동에 대해서 언급해주세요.
A 생명 과학 시간 조별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에서 조 대표를 맡아 리더십을 길렀다고 답변

+)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조원 중 한 명이 잘 참여하지 못 했을 때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이끌어 가고 내용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잘 설명
해서 도와주었다고 답변
+) 이 활동을 대해 얻은 것은?
A 아무래도 단원별로 요점정리를 하는 형식이라서 나중에 생명과학 공부할 때 보기 편해서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협동심도 길렀다고 답변
Q7

그러면 학급 활동은?
A 2학년 축제 준비 때 기획과 연습 도우미 역할을 맡아 친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로써 축제에서 1등이
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답변

Q8

과학에 대한 언급은 많았는데 수학과 영어는?
A 수학은 평소에 조금 할 만 했지만 영어 과목에 어려움을 겪어 2학년때 영어 독서 리더스 클럽에서 활동을 하였다고 답변

Q9

마지막 할 말
A 오래 전부터 사람들과 적절히 소통하고 인성을 갖춘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앞서 밝힌 목표를 제 장점인 끈기를 통해 포
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인제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내딛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압박 심층 면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부담스러웠지만 들어가기 전 선배님도 말을 많이 걸어 주시고 면접 도중 전혀 부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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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못 했음. 지원자가 많고 5배수 면접이라 대기 시간이 길었음 다른 학교보다 면접 대기실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음.
폰은 사용 못하지만 종이는 읽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음.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명으로 15분간 면접 진행
자소서와 생기부 없는 제시문 면접형태
제시문은 들어가기 1분전 문 밖에서 확인

질문 및 답변
들어가자마자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면접관님한테 드려요.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니깐 앉자마자 씩씩해 보인다
는 말을 들었어요. (자신감과 인사성이 중요한 듯)
Q 자기소개해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4번 (이름)입니다. 저는 수술실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거점형
보건수업을 통해 무균술과 투약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습을 해봄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을 얻어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더 준비해 갔는데 면접보기 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시문 답안을 길게
듣고 싶다고 자기소개는 짧게 해달라고 하셨음.)

Q 거점형 수업은 몇 학년 때 했어요?
A 1학년 때 했습니다.
Q 거점 수업에서는 뭘 했어요?
A 혈압측정, CPR, 투약, 드레싱, 무균술등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Q 그런 활동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활동이네요~
Q 간호학과 입학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웠나요?
A 1학년 때 보건 거점 수업을 듣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생명과 화학에 관
련된 지식과 협동심,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2,3학년에 생명과 화학을 선택해 배우고 교
과목에서 배운 것을 응용해 소논문, 학술제, 동아리 등 많은 활동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학에 연관된 지식을 쌓고 조별활동을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책임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동아리나 거점교육에서 기술과 지식의 통합이 필요한 실습 능력을 키우고자 다양한 실험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면 물어보셔서 계속 중간에 끊겼어요. 꼬리질문 받았어요.)
Q 밖에서 본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 힘들었던 일을 극복해낸 경험을 말하세요 )
A 저는 수련활동을 하면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도와주는 활동이 힘들었습니다.
1학년 때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도와주며 친하게 지냈던 터라 같은 방을 쓰기로 하
였습니다. 3일 동안 낮선 환경에서 하루 종일 그 친구를 잘 챙겨줄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되었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
다.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어두운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해 불을 키고 옆에서 달래주었습니다. 또한 골프, 국궁 등 활동을 하면서 친구가 좀 더 쉽
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제가 활동하는 시간을 줄여 친구의 활동을 도와주었습니다.
Q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A 갑자기 울거나 옷을 벗는 돌발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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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 활동을 통해 간호사로서 도움이 된 이유를 말해주세요.
A 병원에는 장애를 가진 환자도 다뤄야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환자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말해주세요.
A 과목을 말하고 공부방법에 대해 말했어요.
Q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말해주세요.
A 극복한 방법과 노력들을 말했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해주세요.
A 우선 면접관님에게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포부를 말함

기타 유의사항
꼬리질문, 압박질문이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서 말하면 잘 넘
어갔어요. 학문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꼬리질문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 활동을 통해 간호사의 역량과 맞는 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시문은 매년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니 작년, 재작년 질문 준비해서 가세요. 교수님이 웃으시고 반응을 잘
해주셔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 일단 A, B, C조로 나누고 각 조마다 한 줄씩 앉게 함.
∙ 면접용 종이 쓰고, 수험표 왼쪽 가슴에 달고, 손톱만한 작은 분류 스티커에다가 수험번호와 이름 작성. 실제
교수님께서 오셔서 면접 진행 방식 설명해 주심.
∙ 춤, 삼행시 등 하면 안되는 주의사항도 알려주심. 지원자들 대부분 자신이 준비해온 면접종이 외우고 있음.
A, B, C조로 나눠서 진행함. 입장 전 제시문을 보여줌. 제시문을 보는 순간부터 사실상 면접 시작, 제시문은
1분간 볼 수 있으며 1분뒤에는 해당 면접 교실로 입장. 총 15분 면접이지만 제시문 보는데 1분을 소요하므
로 실제 면접시간은 14분.

질문 및 답변
오전 9시까지 면접장 입실이라고 공지 받았지만 지각생들도 몇 명 있고, 이런 저런 주의사항이랑 진행 방식 알려주신다고 실제
면접은 10시 15분쯤에 시작함.
각 조마다 1명씩 실제 재학중인 대학생들과 함께 면접실로 감.
(tmi. 나는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착하고 계속 말 걸어주시면서 긴장 풀어줄려고 하시는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음.
면접 오기 전에 '자기추천자 전형이 돈 벌려고 만든 전형같다, 어차피 성적순이다' 이런 후기를 봐서 대학생 누나한테 물어보니
자신은 수시로 안오고 정시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 동기중에 몇명은 진짜 면접 잘 봐서 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주심.)
면접교실 앞에 도착하고 대기자 책상에 앉아서 기다림.
여기도 역시 대학생분들이 1명씩 앉아계셔서 타이머로 시간재고 제시문을 보여주심.
막상 문 앞에 도착하니까 입술이 말라서 면접 도우미분께 양해를 구하고 물 마시고,1분이 되자마자 나한테는 제시문을 보여주시
고 면접교실 문을 두드리시며 1분 남음을 알려주심.
나: (인사를 하고 들어가기 전 적은 분류 스티커를 각 교수님께 드림.)
Q 와 요새 학생들 키 크네~ 그러니까 대학생 같다
A (자리에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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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학교를 안다니시나요? (내가 교복을 안입고 단정하게 사복을 입고 갔는데, 대학생처럼 입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학교를 안다니는 것처럼 보셨나봄.)
A 아니요.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Q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A (준비해 온 자기소개를 1분내로 말함.)
Q 오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간호학과를 지원했으니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을텐데, 언제부터 간호사를 꿈꿨나요?
A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간호사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Q 그 이유는요?
A (준비해 온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말함.)
Q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이 있나요?
A (준비해 온 책과 그 이유를 설명함.)
Q 간호학과에 오기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하였나요?
A (예상 질문이여서 준비해 온 대답을 말함.)
Q 교과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내가 준비해 온 대답이 비교과적이였음.)
A (예상 질문이여서 생명과학 과목 중심으로 대답함.)
Q 국어,영어,수학같은 주요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A (국어,수학,영어 하나씩 내 공부법을 설명함.)
Q 수능 공부 하고 계신가요?
A 네 하고 있습니다.
Q 몇번 정도 돌리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했나요?
A 국어,수학,영어,과학 탐구 모두 2번은 돌렸으며 지금 3번째 돌리고 있는데, 과학 탐구과목의 암기부분을 자세히 공부하고
있어 아직 탐구과목은 남은 상태입니다.
Q 네, 열심히 하시네요~ 인제대학교에 올려면 공부를 잘해야해요~
A 네 알고있습니다:)
Q 혹시 밖에서 읽은 제시문이 어떤 내용이였나요?
A (설명)
Q 말씀해 보시겠어요?
A (인제대 재학중인 아는 누나에게 도움을 받아 작년,제작년 예상질문 받아서 준비해 온 내용이라 나름 수월하게 말함)
이 이후로는 계속 제시문 관련 꼬리 질문이였음. 14분 면접중에 7분은 제시문에 대한 꼬리질문 대답으로 쓴거 같음.
준비 해 온 내용 대답하고 대학생 누나가1분 남았다고 문 두드리셔서 교수님들이랑 나도 얼추 내용 마무리 짓는 상태였음. 근데
교수님께서 "학교생활에 굉장히 성실히 참여하셨네요~"라고 해주심.

기타 유의사항
압박면접이 심하다고 해서 많이 긴장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교수님들도 진짜 착하시고, 많이 웃어주셔서 진짜 친구 어머니랑 얘기하는 것
처런 면접 볼 수 있었음. 다만 아쉬웠던 건 말 하는데 몇 번 더듬기도하고 준비해온 대답을 한 90%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 아쉬움. 면접은 진
짜 자기만족인 듯. 개인적으로 어차피 상향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자기추천자보다는 그냥 간호 전형을 추천함. 경쟁률도 그렇긴 하지만
자기추천자 자체가 정말 돈 벌려고 만든 전형인거 같음. 특별한 경우가 존재야 하겠다만 그건 정말 극소수.. 어차피 합격자는 성적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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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방식 및 시간:
심층면접(Behavior Experience Interview), 면접위원 2명이 수험생 1명을 15분간 면접
2) 진행방식:
가) 면접실 밖에서 1분간 제시문과 질문을 읽고 답변 준비
나) 면접실 안에서 14분간 면접
3) 평가내용:
공통질문(입학홈페이지 공지),좋은 간호사의 인성 및 잠재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심층질문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공감 능력과 관찰력을 겸비한 준비된 간호사, 000입니다.
제가 꿈꾸는 간호사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실무중심의 간호사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중증장애아동지원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인제대학교는 성과 중심 교
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저를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전문 간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중심 간호사로 거듭나게 할
가장 적합한 학교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Q2

다른 학교 간호학과도 많은데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어요?
A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로는 많은 역량들이 거론됩니다.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과 같은 많은 역량들도 결국에는 실
무대처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대처능력이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려면 전공 과목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데, 인제대학교는 실무중심 간호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아래 성과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전문 간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
한 학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3

간호학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나요?
A 먼저 학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호사라는 꿈을 본격적으로 가진 후로 교과목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학
과 화학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과학실험 보건 간호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을 2, 3학년때 각각 수강함으로
써 좀 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소 간호사로
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독서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김현아 간호사님의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또한 보건 간호 자율동아리를 직접 개설하여 활동하였는데 대표적인 활동으론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토론, 현직 간호사님의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중증 장애 아동지원시설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고, 헌혈골든벨 응급처치교육 등 전공
관련 교내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헌혈 골든벨이 뭐에요?
A 헌혈 골든벨은 헌혈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적십자에서 주관해서 열립니다. 헌혈 그리고 혈액에 관한 상식을 맞추는, 흔히
아시는 도전! 골든벨이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 TV에 방영된 거에요?
A TV에 방영되지는 않고, 학교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 그럼 골든벨을 울린 거에요?
A 예, 그렇습니다!
+) 오 대단하네요!
Q4

교과적으로 노력한 일에 대해 더 말해볼래요?
A 교과 공부는 생명과학, 화학, 그리고 영어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실험 거점형 공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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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생명과학 심화반, 화학 방과후 등을 수강하며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과목 간의
융합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과목을 연관 지어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어 교과 시간에 캥거루 케어, 의
료 양극화에 대한 영어 에세이를 작성해보기도 하고, 수학과 물리시간에는 체외충격파쇄석술,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원
리를 탐구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A 수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최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Q5

(제시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가?
A 과학실험동아리 ‘과학마루’ 활동 중에서 ‘그람염색실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험으로 양성균은 ‘황색포도상구균’으
로, 음성균은 ‘대장균’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성균의 경우 세운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음성
균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테지만, 친구와 함께 이번은 우리끼리 해결
해보자!라고 다짐하여 직접 도서관에 가 관련 도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며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 실험과정에서 중간중간 세척과정이 필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균이 씻겨나갔을 것이라 오류를 도출해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실험을 진행하였고 끝끝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
A 선생님께서도 도와주시려고 하셨지만, 저희가 해보겠다는 태도에 바라봐주시고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 동아리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A 동아리 내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동아리원들이 각각 진행한 실험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걸 모
아 ‘동아리 보고서 대회’에 제출하여 ‘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난 후, 간호사라는 꿈을 잊은 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이유도
간호학과에 오기 위해서였고, 보건 간호 거점형 수업, 간호 자율 동아리, 헌혈 골든벨, 간호 관련 독서까지 언제나 간호
학과만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다져온 노력들을 기반으로 인제대학교에 진학하여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
사로 거듭날 것을 자신합니다.

Q7

혹시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A (시간이 그래도 남아서,,,,) 그럼 이때까지 말씀드린 활동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를 위해 노력한 활동
과 동일) 이처럼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1. 인제대는 생기부와 자소서가 면접관들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
에 면접 가기 전에, 생기부를 꼼꼼히 숙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2.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외운 답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면접관님들과 대화하듯이!
3. 면접 시간이 15분이라 짧게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4. 다른 학교에 비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4시간 넘게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자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자세 똑바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
그리고 오래 기다리다보면 긴장도 풀리게 되는데, 계속 멘탈관리하면서 너무 풀리지 않게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5. 인제대학교는 교복, 사복 모두 가능한데, 저도 교복을 착용했고, 전반적으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훨씬 예쁘고 학생다워 보이더
라구요. 교복 입는 걸 추천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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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실 밖에서 1분간 제시문과 질문을 읽고 답변 준비
2) 면접실 안에서 14분간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말해보세요.
A 반갑습니다. 환한 미소로 환자의 표현하지 않은 아픔까지 돌봐드리고 싶은 김다영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보건도우미를 하
면서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으며 글로벌 소통 능력이 필수라는 생각으로 간호학과에 필요한 생물과 화학 공부 외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 학급 부반장으로서 축제 준비를 할 때 친구들의 작은 의견도 잘 들어주고 친구들 모
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인제대학교가 자랑하는 종양전문간호사가 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Q2

간호학과에 오기 위하여 교과적 비교과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우선 교과적으로 간호학과에서는 화학과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화학과 생명시간에 기본지식을 쌓기 위해서 수
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하여 꾸준히 영어단어를 외우고 영
어튜터 활동들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적으로 저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등도 쌓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과 독서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 동아리 활동과 독서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저는 메디컬액션 이라는 동아리에서 친구들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렌즈와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포스터를 만들었고 그 포스터를 교내 곳곳에 붙여 친구들이 눈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저는 사소한
생활습관도 우리 건강과 직결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저는 김리연 간호사의 ‘나는
꿈꾸는 간호사입니다’ 와 30인의 간호사가 쓴 ‘좋은 간호사 더 좋은 간호’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꿈꾸는 간호사입
니다’라는 책을 통해 한국 간호사의 현실을 알 수 있게 되어 제가 간호사가 되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노력한다면 간호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간호사 더 좋은 간호’
라는 책을 통해서는 저는 간호사는 그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간호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간호사에게는 환자
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환자에게 적합한 간호를 해줄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Q3

(제시문)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 중 힘들었던 일을 끝까지 완무한 경험이 있나요?
A 저는 2학년 때 반 단체 연극을 위해 대본을 짜고 감독 역할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사 순서, 연기를 하나
하나 봐주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늘 웃으면서 격려해준 결과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 심층면접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은 반 단체 연극을 준비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였죠?
A 저는 대본을 짜고 감독 역할을 하였습니다.
+) 친구들의 불평불만은 없었나요?
A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던 친구의 말에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을지 우리반 친구들과 함께 의
논하여 다시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친구들이 연습할 때 잘 따라와주어 좋은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A 대본을 짜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고 친구들의 대사 순서나 연기를 하나하나 봐주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좋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본은 잘 완성할 수 있었고 친구들을 늘 웃으면서 잘 격려해준 결과 좋은 성과
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감독 역할을 한 건 자신이 하겠다 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맡게 되었나요?(정확한 질문이 기억안남)
A 대본을 반장, 부반장인 저, 아이디어 좋은 친구 몇 명이서 짰었는데 대본을 짠 사람 중 반장은 다른 일로도 바쁘니 부반
장인 제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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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죠?
A 축제가 11월 말에 있었고 준비 시작 기간이 10월 중순이었으니 한 달 좀 넘게 걸렸습니다.
+) 반단체 연극이면 학급인원이 다같이 모여 연습을 하여야 할텐데 연습은 어떻게 하였나요?
A 그때가 축제 시즌이라 수업시간에 연습하라고 시간 내어주던 선생님도 계셔 그런 시간을 활용하거나 월요일 7교시에 자
율시간에 다같이 모여 연습하였습니다. 또 방과 후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연습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 활동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나요?
A 네. 다 같이 노력한 끝에 축제 때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 이 활동이 후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A 저는 축제 준비 때 리더쉽을 발휘하였던 경험으로 3학년 때 주제탐구동아리 장으로서 조원들의 어떤 부분을 조사하여야
되는지 역할을 분해하여 주고 친구들의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Q4

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A 주제탐구동아리는 조원끼리 어떠한 주제를 정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크리스퍼유전자가위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완치가 힘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Q5

학생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A 저는 영어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 그럼 영어 성적은 좋았나요?
A 네. 좋았습니다.
Q6

아까 종양전문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종양전문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A 종양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의 실무를 지도합니다. 또 암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암환자들을 상담하고
암치료법, 예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제 키는 ~입니다. 하지만 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의 키는 2m가 넘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환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하는 게 중요
수상내역 언급X

전

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지 원 학 과

간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면접시간은 15분인데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1분간 질문지를 보고 답을 생각하는 시간이 1분 주어
짐. 면접실에서 총 14분간 면접을 실시하는데 1분이 남았을 때 밖에서 노크해주고 14분이 지나면 문이 열리면
서 바로 나가야함

질문 및 답변
Q1

면접 일자를 바꾼 이유는?
A 다른 학교 면접 일자와 겹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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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대학교를 더 가고 싶은가?
A 이 대학교를 더 오고 싶어서 일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Q2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A 중학생 때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옆에서 저를 간호해주시던 분이 간호사선생님이셨고 그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호사라는 꿈이 생기게 되었고 이 꿈을 이루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어릴 때부터 간호사의 꿈을 가졌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한 교과적인 노력은?
A 영어로 되어있는 전문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간호학과이다 보니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중심으로 학업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어시간에 영어명예교사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지문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활동이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민을 해본 결과 지문에 대한 예시를 들거나 어려운 지문은 도식화하여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
니 영어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도 되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4

비교과적인 노력은?
A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Q5

밖에서 본 질문지 (친구들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을 한 경험)에 대한 답변?
A 수학 대회에 참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5명 정도가 모둠을 이루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
어 모두가 잘해야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회였다.

Q6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A 한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때 서로 다독이면서 격려를 하면서 팀이 분위기를 조정하였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꼭 이 대학교에 와서 간호사라는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건축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5명으로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A 안녕하십니까? 저는 TV속이나 저의 주변에서 금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거나 매일매일
잠자리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보금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집에서 누군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저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래희망을 건축가로 정했습니다. 건축 관련 독서 활동도
많이 해왔고 교내 건축물 만들기 대회와 충격흡수장치 만들기에 참여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듈러공법이라는
말이 순간 안 떠올라 1~2초 생각 후) 모듈러공법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듈러공법의 장점인 빠른
시공, 저렴한 가격, 좋은 단열 등을 강화하고 단점인 지속적인 습기, 고층건물에 점을 보완하여 저의 큰 꿈을 이루기 위
해 인제대 건축학도가 되고 싶은 따뜻한 예비건축가입니다. 제가 읽었던 건축 관련도서를 통해 구조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구조설계사는 건축가와 다른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인제 대학교 건축학과에
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구조시스템과 구조설계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대 건
축학과에서 1학년과 2학년 때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고 3, 4학년 때 구조설계와 구조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배워보고 싶
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 건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Q 학과와 관련된 자신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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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건축가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국내에서 크고 작은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
다. 건축에서는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이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건축가들이 자신이 설계하는
건축 쪽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고 직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래 학습 멘토멘티활동에 참여했었는데 다들 봉사시간만 채우고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의 멘티의 성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활동에 임하였습니
다.
Q 실제로 봤던 건축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 (그냥 인상 깊었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본 것 중에 라
고 해서 멘탈 약간 흔들)
A 저는 명동성당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번화가에 있는 명동에 명동성당 만큼
은 고이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주변과 상반되는 그곳의 분위기에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않을 만큼 인상적
이었습니다.
+) 왜 조용하다고 생각하나요?
A 아무래도 종교적인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Q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저는 인제대 건축학과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봉사단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꼭 인제대 건축학과에 다니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경영학부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실에서 접수 후 대기. / 5명씩 면접 보러 들어감. / 교수님은 3분 계심.
순서대로 지정된 자리에 배치. / 들어가서 앉은 순서대로 질문 시작

질문 및 답변
Q1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A 저는 어릴 적 축구선수 생활을 하여 축구를 가장 잘합니다.

Q2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A 저는 축구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다가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인제대학교는 6개의 전공트랙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제 진로
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4차산업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저는 창의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D프린터, 무인 자동차 등이 일상생활에 사용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극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의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창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A 저는 창의력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저는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호기심을 풀기
위해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는 편이고 직접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
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 시간이 많이 김.
급한 일이 있어 순서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바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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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분위기는 교수님들이 편하게 해 주시실려고 함.
질문은 한명 당 대체로 3~4개 정도, 면접 시간은 30분 정도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국제어문학부

면 접 방 법

수험표를 들고 대기실에서 정해진 자리(수험번번호순)에 앉아 기다린린후, 주의사항들을 듣고 교복을 입은 사람
들은 스티커로 학교무늬를 가린린후 왼쪽가슴에 수험표를 실핀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후, 5명씩 순서대로 면접
을 봤습니다. 교수님 3분(영어전공교수님 한분, 중국어전공교수님 한분, 일어전공교수님 한분) 학생 5명이 함께
마주보며 면접을 보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첫번째 학생부터 두번째 질문은 마지막 학생부터 세번째 질문은
손들고 먼저 대답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자기추천자전형과 관련한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자기 추천자전형은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만큼 자신감과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Q 지원동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처음에 그저 일어일일문학부에 찾아보다 인제대학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일문학과만 찾아보던 저에게 2
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게 다가왔고, 세계화 시대인 요즘,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이 저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Q 면접 예상 질문들을 봤을텐데, 그중 받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었고 준비한 답변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은 누구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싶습
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은 저의 고등학교 2,3학년을 맡아주신 담임 선생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
년때 자퇴를 고민 할 정도로 진로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데, 저의 담임선생님께서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 할 수 있다고
저를 잘 다독여 주셔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어느덧 고등학교3학년이 되었습니다.
Q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교직을 이수할 생각이 있나요?
A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담임선생님처럼 대단하게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Q 인제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나요? 감점은 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A (긴장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국제어문학부

면 접 방 법

면접조서(수험번호, 전형명, 지원학과 등등) 작성 / 5인 1조, 면접관 3명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면접, 긴장되면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 해도 됨.

질문 및 답변
Q 지원 동기는?
A 저는 열정의 붉은색과 행복의 노랑을 섞은 다홍색같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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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인제대 국제어문학부는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수강할 수 있어 저에게 필요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자기추천전형과 관련된 자신의 장점은?
A 어떤 것이든 긍정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1때는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기 위해 금전적인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으나 곰곰이 생각 해 보니,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예체능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
정적인 생각이 미래에 있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깨닫게 되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어떤 어
려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이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해보세요.
A (롤모델과 그 이유는? 에 대해 대답함)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
데 이를 통해 반성할 점, 잘한 점, 감사한 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일기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국제어문학부

면 접 방 법

1.
2.
3.
4.
5.
6.

(면접관)3:5 면접.
대기실 들어가서 이름 말하면 재학생들이 순서 알려주고 책상에 앉으라고 함.
긴 책상에 앉게 되는데 옆에 앉은 5명이 같은 조였음.
1시 시작이었는데 여러 가지 작성하고 설명 듣는다고 30분 정도 늦게 시작함. 더 긴장됨
면접실 들어가서 생각했던 것 보다 면접관들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놀랐음.
면접관들이 어려운거 안 묻는다고 긴장하지 말라고 하고 기억 안 나면 순서 넘겨도 된다고 말해주실 정도로
긴장을 많이 풀어주심.
7. 면접관 3분이서 한 질문씩 총 3질문(예상 질문 2개) + 마지막 자유발표
8.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답변. 꼬리 질문 없음.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과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학교 처음 왔을 때 받은 느낌은?
A 영어영문학과 지원을 희망하며 관심 대학 설정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다른 학교들은 오직 영어영문 전공만 따로 개설
되어있는 곳이 많은데 본교 국제어문학부는 영어 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한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보
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영어만이 아닌 다른 언어도 다양한 방면으로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 저는 본교 셔틀버스를 타고 오게 되었는데, 벌써 그러한 부분이 학생을 많이 생각해주시고 배려해주는 학교라고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본교에 도착했을 때 여러 군데 돌아보았는데, 재학생 분들도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Q2

자기추전자에 본인을 추천한 이유는?
A 저는 본교를 빛낼 인재입니다. 또한 저는 영어 성적을 빠르게 올린 것과 같이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때까지 학교 교내 성적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은 과거에 빠져있는 행동이며 그것은 과거에 빠져있는 회상입
니다. 저는 그러한 과거를 발판삼아 미래에 현재의 자신보다 더 발전된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천합니다.

Q3

본인이 예상 질문 중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질문 문항 말하고 그 질문의 답을 하세요.
A 저는 자기소개는 무조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어문학부에 지원한 000입니다. 저는 저를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인 전화위복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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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해서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A (따로 준비했던 나의 장점 3가지 30초 정도 영어 발표)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6명
미리 공지된 면접 예상 질문지 내에서 3개 정도 질문(+돌발질문 1개)

질문 및 답변
Q1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특별히 인제대에 지원한 이유)와 학업계획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겨울의 따뜻한 핫팩과 같이 환자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황
유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진로 고민을 하던 저는 우연히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태껏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보건계열 직업을 접하게 되었고, 이 중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장비를 이용
해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이문환 물리치료사처럼 자신의 이익만
을 추구하지 않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또한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백병원에서 하는 실습은 다른 병원의 실습보다 값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인제대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학 후에는 우선 PUMP라는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의료인이 갖춰야 할 자질들을 하나씩 배워나
갈 것이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더 많
은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환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느끼고 깨닫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Q2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거나 못했던 과목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특히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
해하고, 이에 맞는 공식을 찾고 대입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는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답을 도출해내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저
는 수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저는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입
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과는 달리 답이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듯 답 또한 다르게 생각할 수 있
다고 생각하여 어려워했습니다. 그 중 저는 시를 가장 어려워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 정서나 상황을 파악하고
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삽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시와 좀 더 친해지
게 되었습니다.

Q3

시대적으로 급증하는 노인들을 위해 필요한 치료사 또는 전문 인력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중 물리치료사이 역할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시오.
A 노인들을 위한 전문 인력에는 사회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사회 복
지사, 노인심리 상담사와 같은 직업은 환자의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물리치료사는 신체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저하되는 부분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신체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 받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완화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의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Q4

본인이 생각하는 물리치료란?
A 물리치료사는 환자들의 관절의 녹슨 부분을 장치나 기술로 기름칠을 해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갖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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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지원자 6~7명 (결시 있으면 5명까지)
면접시간: 25분 ~ 30분

질문 및 답변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까지만 말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치료를 해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OOO입니다. 저는 농구와 야구
를 접하면서 프로스포츠 경기나 대회 경기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해서 스포츠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
기를 보다 보면 가끔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운동을 하면서 다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다시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체력, 컨디션을 관리하
며 치료, 재활을 하는 선수 트레이너를 꿈꿔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A 저는 야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 그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는 건가요?
A 야구는 보는 걸 좋아하고 농구를 하면서 발목을 다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느꼈나요?
A 제가 다쳤을 때 치료해주신 분이 너무 차갑게 대해줘서 치료를 받는 내내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가 치료
시간이 길기도하고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물리치료사가 능숙한 대화능력으로 환자에게 편하게 다가가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각자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텐데 좋아하는 과목과 학습방법을 말해주세요.
A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수학은 한 가지 유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매력과 그 풀이 중 가장 간단한 방법
을 찾았을 때나 고난도 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풀이의 오류를 찾았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 성취도가 뛰어나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수학 교과를 좋아합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 급하지 않게 풀어 시
간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작정 빨리 풀기보다는 정교함을 유지하면서 특정 유형의 복잡한 계
산을 간단하게 풀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면접관이 물리치료과에서 배우는 과목과 고등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 함.
Q3

OOO지원자는 어디서 왔나요?
A 울산에서 왔습니다.

+) 뭐 타고 왔습니까?
A 아버지 태워주셨습니다.
+) 아버지가 뭐라 하시던가요?
A 면접은 별 거 없다고 계속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Q4

시대적으로 급증하는 노인들에 다양한 전문 인력이 있는데 그 중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시오.
A 전문 인력에는 노인심리치료사, 노인놀이치료사 등이 있으며 저는 그 중 물리치료사가 수행해야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
니다. 물리치료사는 수술이나 주사, 약이 없이도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고통으로 노인들의 체
형변형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병원이나 의원까지 찾아오실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병원마다 가정방문치료서비스를 구축해 급증하는 노인들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
막으로 방문치료를 할 때 노인분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치료를 알려주면서 나중에 기억하실 수 있도록 메모를 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섬세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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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다들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열정은 알겠다며 물리치료과와 물리치료사에 대해 설명함.
Q5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물리치료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만)
A 제가 생각하는 물리치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통증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전

형

자기추천자(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물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학생 6명에 면접관 3분, 블라인드면접
면접 시간은 25분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와 자신의 특성을 연관시켜 말씀해 주세요.
A 작년에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점점 낫는 모습을 통해 물리치료사란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
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허리를 아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직접 인터넷에 허리 통증에 좋은 물리치료
를 찾아 온찜질을 해드리면서 물리치료에 흥미를 느꼈고, 물리치료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대학병원에서
8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행하고 어학연수 그리고 일본, 미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환방문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 인제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물리치
료사가 되기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점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한다는 점
과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대할 때 환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줄 알아야하
며 소통할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표정이 아닌 밝은 미소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에서 저의 특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Q2

문과인지 이과인지 밝혀 주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각각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A 저는 문과입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하
는 인체의 신비에 늘 궁금증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론 수업만 하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생명과학 시간에는 체
세포 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실험하고, DNA구조를 만드는 등 활동 위주의 수업들이 많아 흥미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과목은 없지만 어려워하는 과목은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어려워합니다.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떠
올려 식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하는 부분에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Q3

물리치료학 학업을 위해 기초과학(생물, 화학, 물리)의 연관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A 물리치료사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몸, 인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
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뼈, 조직)들의 위치나 역할 등을 알아야 한다는 점과 염증치료를 하면서 몸 안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들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생물과 화학이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이나 전기와 같은 물리적 요소들을 이
용하기에 이러한 물리학적인 이론과 적용에 있어 물리와 연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시대적으로 급증하는 노인들을 위해 필요한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견해
A 노인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 및 손상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집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호흡계 질환, 신경계, 근골격계 등 여러 질병과 질환들을 치료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려 소통을 하고, 거
동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드리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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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교수 3명, 지원자 5명 ( 지원자 한명의 불참으로 인해 4명으로 진행 )
첫 번째 1-2-3-4 , 두 번째 문제 4-3-2-1 ,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 하고 싶은 사람 순서대로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프레소맨이 되고 싶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모든 커피에 뒷받침이 됩니다. 커피를 만들 때 없어서
는 존재인 것처럼 저 또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빗겨나간 곳에서도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여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
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Q2

청소년 비행의 문제에 대해 말하세요,
A 청소년 비행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 보아 입시교육의 문제로 경쟁과열로 인한 압박이 일탈의 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입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힘들기에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과 동아리 활동을 확
대 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내 상담시설인 WEE CLASS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
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교수님이 질문 : 우리 학교나 학과에 대하여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A 네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학년이 정해져 있나요?

Q 1학년 때부터 실습을 할 수 있고 학년마다 활동이 다릅니다.
Q4

하고 싶은 말 있나요 ?
A 네 저는 교내창체동아리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띠마음 약국
이었습니다. 아띠는 순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특성에 맞게 약과
따뜻한 덕담을 전해주는 약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잠시나마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
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상담심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 학생: 5
블라인드 면접: 출신지역, 학교, 부모님 직업 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말 하면 안됨..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을 권장 하나 입었을 경우 학교 로고가 있으면 안됨.
면접 시간: 조별로 3~40분 소요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성
장하면서 혼자만의 외로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치료
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해당 학과와 연관 지어서 말해보세요.
A 저의 강점은 저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활발하거나 신중한 태도에 맞춰서 저도 행동하기 때
문에 평소 주변에서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약점은 공감표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를 한 번 상담 했었을 때에의 경험인데, 친구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친구에게 “아 여자친구가 ~해서 ~했구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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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했더니 친구가 저에게 “야, 이럴 땐 나를 위로해줘야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이 친구가 원하는 공
감 표현을 못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감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Q3

해당학과를 통해 미래의 자신에게 미칠 영향
A 치료적인부분을 배우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데 있어 경험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
으로 내담자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전문 상담사의 역할은?
A 내담자를 이해해주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 분들의 포커페이스가 심함.
교수님들께서 아는 척 하는 것 싫어함. 아는 척 하면 더 심화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기.
면접 예상 질문에서 다 나옴.
면접 대기실에서 엄청 시끄러움. 처음 보는 같은 조 친구들과 친해져서 면접 들어갈 때 인사 정해서 하는 것 추천.
인제대가 압박 면접이라는 소리듣고 긴장 많이 했는데 나름 괜찮았음. 자신있게만 하셈!!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상담심리치료학과

면 접 방 법

다대다 면접으로 면접관3 면접자5이서 면접을 봄. 1시까지모인 후 1시20분 까지 학과소개 및 면접도우미 소개
함. 신분증과 수험표보며 얼굴 대조함. 그 뒤 40분간 조원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그 덕에 서로 친해져서
긴장을 풀 수 있었음.
시간이 되면 1조부터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로 들어감. 면접관은 차례로 질문을 하고 1번부터 차례로 답함.
면접시간은 30분 안팎으로 사람이 많아서 긴 편이다.

질문 및 답변
조원들끼리 다같이 정한 인사함.
안녕하십니까~!
Q1

(긴장 풀어주기 위함) 점심들 먹었어요?
A (다같이)네.

Q (웃으며)잘 못드셨을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맘 편히 드세요.
Q2

자기소개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곁들여 말하고 인제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A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함께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무서워합니
다.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낯을 가리기도 합니다. 복합적이고 모순적이어서 저도 저를 잘 모르기에 저를 알아가고 싶
습니다. 전에는 다른사람의 심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친구문제로 wee클래스 상담을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다른사람의 감정이 아닌 제 감정에 집중하면서 힘든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상담선생님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에 전환점을 준 학문을 배워서 상담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심리상담사가 되고자 인제대학교 상담
심리치료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2

협동하는 상황에서 주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보세요. 이번엔 5번(나)부터 가볼까요?
A 협동하는 상황의 대표적인 예는 조별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별활동을 할 때 의견을 모으거나 과제를 함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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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잦았습니다. 저는 그때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처지거나 불
참여하는 친구가 없도록 먼저 연락을 취하고 타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앞에서 이끌어나가기 보단 뒤에서 받
쳐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도 누가 되지 않도록 팀원들과 계속 의사소통하고 의논하며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려 했습니다.
Q2

상담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담전문가가 되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지, 뭐 상담전문가라면 이 정도
는 공부해야 된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A 내담자를 알아가고 알아간 것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는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알기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
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한 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담자가 치료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료받을 준비가 될 때 까지 얘기를 나누며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심리적으로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상담전문가
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전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기에 대학졸업을 하
고 자격증도 취득하여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량? 학벌 질문은 돌발
질문이었기에 당황함. 답변도 짧아서 아쉬움)

기타 유의사항
다들 긴장하고 떨리는 상황이기에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음. 돌발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힐 줄 알아야함.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신문방송학과

면 접 방 법

(후배에게 하는 말투로 서술함)
면접 날짜는 10.19 아침 9시였어, 9시에 대기실 같은데에서 기다리면서 과선배들이 질문도 해주시면서 분위기
를 풀어주려하셨던 것 같아. 교수님들께서 면접 준비가 필요하신 건진 몰라도 30분이상은 기다린 것 같아.
2018년도엔 5명씩 들어갔다고 하던데 올해는 4명씩 들어가서 봤어.(아침이라 그런건가? 오후 면접은 몇 명씩
한지는 모르겠어)
면접관님 3분이 계시고 그 앞에 4명이 일자로 앉아서 면접을 진행했어.

질문 및 답변
Q1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를 위한 ~를 꿈꾸는 입니다. 제가 인제대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며 그렇기에
인제대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이렇기 때문입니다.

Q2

자신이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아니면 요즘 사회 이슈에 대해 (선택해서 말해도 좋아요~라고 하셨어)
A (자신이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을 선택함)
제 롤 모델은 ~입니다. 제가 그분을 롤 모델로 삼은 이유는 ~이며 그렇기에 그분이 제 롤 모델이십니다.

Q3

(예시로 주어진 질문이 아니었어.) 10년 뒤 자신의 모습?
A 그래서 어찌어찌 잘 대처한 것 같아.

Q4

자신이 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였던 것 같아.
A 진지하게 면접관님들 보면서 준비해온 것들은 많은데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
는 제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내 장점을 말했던 것 같아.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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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나는 그냥 면접 질문 하나하나에 이 학교, 이 학과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매우 강조한 것 같아. 예를 들어 ㅇㅇ학교에
진학하여 제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모두가 다 떨리는 건 사실이야.(물론 몇몇은 안 떨릴 수도 있겠지
만,,ㅎㅎ) 그래서 그런지 나뿐만 아니라 같이 본 학생들도 긴장해서 말을 좀 빨리했어. 그래서 면접관님들께서 긴장한 것 같다며
다들 말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셨어,,(근데 너무 떨려서 자동으로 빨리 나오더라) 면접을 볼 땐 아무리 떨려도 말은 되도록 천천
히! 정확히 말할 것! 그리고 면접관님들이랑 아이 콘택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의생명화학과

면 접 방 법

면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데 면접하기 전에 학과설명을 20분 정도 함. 그리고 차례로 4명씩 들어감.
면접하러 갔을 때 면접관은 세 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자기 장ㆍ단점 그리고 지원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화학부에 지원한 이제경이라고 합니다. 저의 장점은 저의 웃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단점은 이 웃음으로 단호함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고
등학교 2학년 반장 초기에 단호함으로 반을 이끄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고 웃는 모습보다는 정색된 모습을 보여줬
습니다. 하지만 제가 웃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반 친구들이 제 말을 더 들어주고 반이 더 화합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부터는 단호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그 외에는 웃는 모습으로 대하였습니다. 저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읽고 DDT와 같은 화학약품이 몸에서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제대 의생명화학부의 천연물 고분자 실험실에
서 천연물에 관한 연구와 고분자에 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OLED 소자를 이
용해 생채분자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생명화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동아대 전기공
학부와 함께 다양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 동아대 전기공학부? 그게 무슨 말이죠?
A 의생명화학과 홈페이지에서 천연물-고분자 실험실에서 동아대와 함께 연구를 한다고 봤는데요...?
Q 허허허허 참 자세히도 봤네~ (옛~~날에 같이 실험 했었나봄...)
Q2

수능에서 선택한 과학 과목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생명과학 1과 화학1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게 될 연구와 미래에 하게 될 직업? 에 기초되는 학문이자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화학이 기본이라 생각하여 선택했습니다.

Q3

화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A 화학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와 화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는 화학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인정했고 그렇게 맹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뿌린 화학제품이 되려 인간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레이첼 카슨이 DDT의 문
제점을 인식한 후 부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친환경적인 화학제품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
지라고 생각합니다.

Q4

학업계획 및 교외 활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이 학과에서는 OLED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고분자와 같은 연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촉매에 대한 연구
를 함께 하여 투명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살 집에 유리창 대신 투명한 태
양전지를 설치에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더 말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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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이번 노벨상에 대해 설명함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은 경우가 드묾. 왜 그런거 같은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순서 없이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세요. (학교에서 제공한 면접 예상 질문에 없던 내용)
A (내가 먼저 말함) 노벨상은 공업 쪽인 화학보다 기초적인 과학에서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
라에서 기초과학을 배운다고 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보다는 공업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 이런 식으로
말함

Q6

대학생이 되면 많은 여행을 다녀보면 좋겠다. 혹시 고등학교 때 여행을 갔다와서 인상 깊은 적이 있는가? 이것도 순서 없
이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해보세요. -이것도 학교에서 제공한 질문 중에 없었음. (이것도 내가 먼저 말함)
A 우리 학교에서는 중국 학교와 교환학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중국 산관고와 교환학생을 맺고 있는데 교환
학생으로 중국에 갔다 온 얘기함. 중국인 친구 집에서 1박 2일로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집 부모님이 직접 한국의 예절
문화를 배워 오셔서 넘 인상깊었다라고 말함.

기타 유의사항
심장 뛰는 게 느껴짐. 면접하기 전에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염소소리 내면서 면접함. 그래도 대답을 하면 면
접관들이 ‘오, 그랬구나~’하면서 엄청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음. 여기는 학교에서 면접 예상 질문을 주는데도 예상 질문 외
에 것도 물어보셨음. 면접하기 전에 그냥 인제대 의생명화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수들이 뭘 연구하는지, 뭘 전공했는지랑 어떤 실험
실이 있고 뭐에 대해서 실험하는지에 대해 알아감. 첫 번째 질문에서 교수님들이 당황하는 거 보니까 다시 업데이트를 안 한 거
같은데,, 그래도 이 학교에 오고 싶다는 어필(?)은 한 거 같음.

전

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의예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학생 1명 / 10분간 면접진행 / 총 6개의 방에서 6번 진행

질문 및 답변
Q1

친구 A가 생일이어서 친구 B와 나는 A의 집에 생일파티를 갔다. 고향이 바다쪽이라 식사에 해산물이 푸짐하게 올라온 상
황. 그런데 친구 B가 뭔가 부담스러워하며 먹기를 꺼려한다. A가 그 모습을 보고 ‘넌 왜 그렇게 안먹니?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라며 장난을 쳤다.

+) A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 B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 이 상황에서 지원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Q2

나는 축제 음식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핫도그를 팔기로 했는데, 사놓았던 핫도그용 소시지가 유통기한이 2일정도 지나있었
다. 친구 A는 그냥 쓰자고 하고 친구 B는 돈이 더 들더라도 긑처 마트에서 새로 사오자고 한다.

+) A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 B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 이 상황에서 지원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Q3

나와 친구는 길을 지나가다 다문화가정 봉사활동과 관련된 안내문을 보았다. 나는 친구에게 이에 참가하자고 제안하였지
만, 친구는 ‘그럴 시간에 농구 한판을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했다.)

+) 친구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 상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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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나와 친구는 박물관에 현장답사를 가기로 계획했다. 날짜까지 정해놓은 상태. 그런데 답사 당일 아침, 친구가 할머니가 편
찮으셔서 답사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 (이 상황제시문에서 특히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해결 방법과 나
의 가치관을 드러내니 면접 종료까지 그것들에 대해 정말 집요하게 물어봤다.)

+) 친구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 상황설명
Q5

대인관계에서 힘들었던 일과 해결 사례

Q6

학교 내의 단체 활동에서 실패했던 사례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 분들이 매우 친절하셨다. 그런데 이전에 커뮤니티에서 봤듯이 6개의 방 중 딱 한 방에서만 면접관 분들이 유독 무뚝뚝
하셨다. 확실히 한 개의 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일종의 컨셉인 것 같다.

전

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의예과

면 접 방 법

형식 )
유형 )
시간 )
- 6개
인원 )

MMI (다중미니면접)
상황제시 (4개) + 경험제시 (2개)
각 방마다 면접실 앞에서 상황 숙지 시간 2분 , 면접시간 8분
방을 돌면서 이 과정 반복
각 방마다 면접관 2명 (입학사정관 1, 교수님 1)

질문 및 답변
[면접실3]
Q 나는 동아리에서 축제 기간 동안 핫도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축제 당일 아침에 핫도그에 들어갈 소세지의 유
통기한이 이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 A는 “근처 마트에서 소시지를 다시 사오자.”라고 말하고, 친구 B는 “이
틀 정도는 괜찮으니 그냥 소시지를 사용하자.”라고 말한다. 판매 수익금은 기부를 하기로 했다.
+) 어떤 상황인가요?
+) A는 왜 그랬을까요?
A (첫 번째 답변 후 조금만 더 길게 대답해달라고 다시 질문 하셨어요.)
+) A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A 완성도 있는 먹거리 부스 운영을 위해서는 음식 만들기와 더불어 꾸미기, 홍보 등 부수적인 일들을 해야합니다. 만약 A
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부수적인 일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B는 왜 그랬을까요?
+) 지원자가 이 상황이라면?
A 저는 우선 인근 가게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시지를 판매하는지 알아본 후 판매한다면 부
스 운영에 차질이 없을 최소한의 인원이 최대한 빨리 소시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소시
지를 팔지 않거나 가까운 가게가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동아리원들과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소시지를
새로 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저는 안내문을 써서 붙이자고 제안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났음을 밝히고 원래의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감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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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핫도그를 사먹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 설명 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사탕과 같은 작은 먹거리를 드릴 수 있
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부스운영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먹거리 부스를 준비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축제 당일 부스 운영이 취소된다면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A 5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10초 정도 생각한 후)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핫도그라는 상품을 파는 입
장에서 소비자와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공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판
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를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면접실4]
Q A는 수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친구 B와 박물관에 가기로 미리 약속했다. 박물관에 가기로 한 당일 아침에 갑자기 A의
어머니께서 A에게 “할머니 병문안을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A가 이 상황을 친구 B에게 말하자, B는 “그렇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자.” 라고 말한다.
[면접실5]
Q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사례를 들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 반갑습니다. 긴장은 다 풀리셨나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동아리에서 CT / MRI데이터를 이용해 DIY 3D 프린터로 두개골을 구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연
구실에서 사용하는 3D프린터와 달리 저희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싼 프린터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3D프린터는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3D프린터 출력물은 밑에서부터 쌓아올리는 적층 구조인데 형태가
복잡한 두개골의 특성상 아랫부분보다 위부분의 넓이가 넓어져 출력물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동아리원과 힘을 합치면서...
+) (말을 끊으시면서) 잠깐 그 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볼래요? 자세히요.
A 활동동기부터요? (면접관님 -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바이오프린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손상
된 척추신경을 바이오프린팅으로 재생시켰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신 교수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바이오프린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 어느 대학이에요? 교수님 이름도 알아요?
A 유니스트 김정범 교수님입니다.
+) (메모하시면서) 네 계속 이야기 해보세요.
A 그 후 고등학생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바이오프린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원 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
고 제가 어렸을 때 찍었던 CT와 MRI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수정한 후 3D프린팅을 통해 두개골 형태를 구현
해보았습니다.
+) 말을 들어보니 이 활동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공부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네. 거의 1년 남짓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한 동아리원이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
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친구는 기계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3D프린터를 조립하는 역할을 맡기는 등 각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역할 분담으로 최대한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
도록 노력했습니다.
+)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그럼 그 친구는 3D프린터만 조립하고 그 후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겠네요? 여기서 지원자의 역
할이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A 저는 동아리 부장이자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CT데이터의 노
이즈, 그러니까 출력하기 힘든 자잘한 조각 등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다시 한 번 동아리원 각자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한명씩 말해주세요.
A 저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전 과정을 총괄했고,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친구는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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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작성을 맡았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와 논문을 찾기도 하고... (종이 쳤습니다.) 감
사합니다.
[면접실6]
Q 학교생활 중 대인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사례를 들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A 개인적인 이야기 위주였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타인에게 했던 배려 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배려에 대한 생각
과 친구에게 느낀 고마웠던 감정을 말씀드리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자신이 내세울 행동이나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드린 점이 인상
깊으신 것 같았습니다.
[면접실1]
Q 나와 친구 B는 친구A의 생일잔치에 초대 받았다. 친구 A의 집이 바다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은
해산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친구B는 해산물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A는 B에게 “왜 이렇게 안 먹어? 맛이
없니?”라고 물어봤고, B는 “아냐, 맛있게 먹고 있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 A는 “좀 많이 먹어. 그러니까 네가 키가
작지.”라고 말했다.
+) 긴장은 다 풀리셨나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말해볼까요?
+) A는 왜 그랬을까요?
A B가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걱정스런 마음에 “왜 이렇게 안먹어? 맛이 없니?”라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리고 생일파티에 초대를 한 만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분위기를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키가 작지”라는 장난성 발
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에 대해 B가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인신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 A가 조금 경
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B는 왜 그랬을까요?
A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단순히 해산물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이고 자신 때문에
파티 분위기가 망쳐지는 것이 미안하여 자신이 잘 먹지 못함에도 “아니야, 잘 먹고 있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 지원자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면접실2]
Q 친구 A는 다문화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A는 친구 B에게 함께 봉사활동을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친구 B는 “봉사점수도 충분한데...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농구나 한 판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고생하셨어요. 친구 A는 왜 그랬을까요?
A A는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아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B에게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B
에게 봉사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 친구 B는 왜 그랬을까요?
A B는 봉사시간을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친구B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 평소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제시문 상황에서 지원자가 A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A 제시문을 보니 친구 B는 농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B와 농구 한 판을 뛸 것 같습니다. 농구가 끝나면
“우리 농구도 했는데 같이 봉사도 한 번 가보지 않을래?”라고 다시 물어볼 것 같습니다. B도 제가 농구를 함께 할 만큼
자신의 관심사를 알아주고 저의 제안이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못이기는 척이라도
따라나설 것입니다. 그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처음으로 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된다면
B도 A처럼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리코더 공연봉사를 하면서 한번의 공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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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냐?는 등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우연한 기회로 저
희와 함께 음악봉사를 했을 때 어르신께서 공연을 보고 웃어주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몇 개월간 리코더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 지원자가 생각하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아.. 제가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저는 봉사가 누군가를 돕는 개념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
동센터에서 리코더 수업을 기획하여 몇 달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여 서툴게나마 저희
리코더부원들과 함께 요양병원에서 공연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때 저는 리코더 재능기부를 받은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는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모습에서 봉사는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리코더부는 언제부터, 왜 하게 된건가요?
A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치매노인과 함께하는 음악/미술치료 봉사에...(종소리)
+) 학생 말 충분히 잘 들었으니 괜찮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가요. (교수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기타 유의사항
- 참고로 실제 면접에서는 후기에서처럼 매끄러운 흐름으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전달이 잘 되지 않아 같은 질문을 2번
받기도 했고 평소보다 말도 많이 더듬은 편이어서 면접이 끝나고 굉장히 불안했어요ㅠㅠ 하지만 최초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웃으려고 노력하면서 망한 방이 있더라도 바로 잊고 다음 방에서 만회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면접관님께서 긴장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향후 답변에 따라 각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 특정 방에서 망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안될 수는 없지만요ㅠ) 까칠하게 반응하시고 면접관님 표
정이 안좋았던 방이 저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면접을 본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걸 보면 면접관님 성향
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 경험 제시문 방 준비를 위해 리더십, 갈등관리, 역경극복 등 테마를 정하여 저만의 경험 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시로 봤습니다.
(이 때 생기부에 없지만 의미있는 경험도 포함했습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특정 테마에 국한되지 않기 때
문에 여러 방면에서 자신만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경험 제시문 방이 아니더라도 돌발 질문
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경험보다는 최대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면접 대기 시 이동경로를 보여주시는데, 6개 방을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머릿 속으로 꼭 숙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면
접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특히 6 ->1 이동 시) 저희 면접 조에서도 2명이나 이동 도중 길을 잃어버려 시
간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방에 따라 다르지만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때 저는
제 답변을 딱히 더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1~2분동안 조용히 기다리다 다른 방에 간 방도 있었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말
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할 말이 없다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임상병리학과

면 접 방 법

8인 1개조

질문 및 답변
Q 왜 우리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A 제 가장 큰 삶의 목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고 싶었는데 마침
인제대학교의 해외봉사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료봉사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하여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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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은?
A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과학적 이론이나 현상, 그와 관련된 사례를 배울 때 자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생활과 윤리 또한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철학분야의 독서를 좋아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조금 더 좋아하
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임상병리학과 철학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가?
A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학과나 분야에 상관 없이 인간이나 사회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는데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Q 동양철학을 더 좋아하는가 서양철학을 좋아하는가?
A 모두 각각의 매력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꼽자면 동양철학이 아무래도 한국인의 정서에 조금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Q 입학하게 된다면 각오는?
A 논어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구절 처럼 저는 독서가 가장 큰 취미입니다. 단순히 소설을 읽는다
기 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인제대의 전통과 문화에 맞는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Q 논어 구절을 한자로 쓸 수 있는가?
A 씀
Q 한자를 좋아하는가? 내 이름도 한번 써볼 수 있겠는가?
A 논어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 졌다. 이름도 씀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임상병리학과

면 접 방 법

7인의 학생들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에 들어가서 교수님3분 앞에서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면접순
서는 1~7, 7~1, 다음부터는 손들고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에 지원한 000입니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전목마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다 하기 때문입니다. 제 꿈이 제약회사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약공학과에 진
학하여 의약품 분석학, 약누리학 등을 배워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연구실습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제약공학과에서 왜 본인을 뽑아야하는지 자신의 장점과 특기사항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A 제약공학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학과인 만큼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조급하지도 않고 자신이 할
일을 꼼꼼하게 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와 제약공학과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Q3

학업계획 및 교외활동계획
A 제가 제약공학과에 진학을 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CRA라는 임상실험자격증을 따기 위한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 CRA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 실습을 나가 현장능력을 기르겠습니다.

Q4

준비한 질문 중에 말하지 못 했거나 하고 싶은 말
A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신약개발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키울 예정입니다. 그 후 제약회사에 들어가 기존
에 있던 약을 더 개발하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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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A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명이 한조로 들
어가는데 한 조당 거의 50분의 면접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제약공학과

면 접 방 법

다대다면접 (면접관 3명, 응시자 5몀)
오전팀 1조(5명) / 2조(5명) / 3조(6명) → [수험번호 끝자리로 순서 지정]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면접관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시작했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손들고 하고 싶은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는 진행방식이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제약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통 질문)
A 안녕하십니까, 인간 世(세), 빛날 燦(찬) 의약품 화학 공학연구원이 되어, 세상을 빛낼 오세찬입니다. 저에게 약이란 단순
히 처방을 받아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가 아닌 “왜 나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약을
다르게 처방해 줄까?” 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의생명
관련 특성화 대학인 인제대학교의 제약공학과는 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Q2

인제대학교 재학기간인 4년동안의 학업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공통 질문)
A 먼저, 1학년 과정 중 일반 화학과 일반 생물학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화학에 관심이 많아 그 과목들
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수학을 위해서 입학 전까지 기초를 다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수업을 듣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유기화학과 의약품품질관리 등의 전공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는 제약생화학이라는 전공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통해 약품 의 화학 작용과 생물
학적 특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 및 산업체 견학 국내 제약회사 및 화장품 회사의 산
업현장 견학과 실습에 참여해 활동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저의 꿈인 의약품 화학공학 연구원을 위해 화공기사 및 화
공분석 기능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Q3

본인이 제약공학과에 입학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공통 질문)
A 4차산업 혁명은 IOT기술 즉,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백신
냉장고 시스템을 연구 할 것입니다. 백신이 공장에서부터 생산되고 병원으로 까지 이동할 때 혹은 환자에게 접종되기 전까
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백신의 효율성이 떨어져 폐기해야합니다. 저는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온도 체크를 할 수 있고 재고량 확인 및 모니터링 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냉장고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Q4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공통 질문)
A 제가 가진 장점은 궁금한 것에 대해 알아가고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꼬리잡기와 같은 호기심입니다. 교내 학술제
에 참가하며 2018년에 발병한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에 대해 소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적는 과정을
통해 저는 두 바이러스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구조적 특징,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까지 조사하며 컨트롤 타워 및 직접적 환산원인인 우리나라의 병원 문
화까지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장점을 살려 신약 개발의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 교수님께 제 꿈을 이야기 해 드리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국내 최고의 의생명 관련 특성화 대학인 인제대학교는 제가 의약품 화학 공학 연구원이 되는 포부를 실현하는 데
에 있어 나아갈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이롭게 변화 시키고, 제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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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백신이란 무엇인가요? (개인 질문)
A 백신이란, 세균성 감염이나 바이러스성 감염 등의 질병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Q6

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개인 질문)
A 바이러스란, 유전물질은 존재하나 스스로 물질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숙주에 기생해 유전물질을 복재하며 다른
세포들도 감염시키는 미생물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들과 도우미분들께서는 잔잔한 농담을 해주시며 긴장을 풀어주심.
면접도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라 살짝 풀어주는 분위기였음.
교목을 입고 가도 됐으나, 학교 마크는 스티커를 제공해 가리라고 지시함.
약간 외운 듯이 말하면 고개를 갸우뚱 거리시고, 눈을 맞추어가면서 진정성 있게 답변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등 리액션이 많
으셨음.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예상 질문들 안에서 나옴.

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자)

지 원 학 과

특수교육과

면 접 방 법

교수님 3명 학생 5명
나름 블라인드 면접이지만 교복 ok, 이름 ok, 학교명은 x
오전 9시 면접이었는데 8시 10분에 도착해서 10시 30분에 들어감.
휴대폰 들고가도 ok
선배님들 분위기 풀어 주려고 함. 딱딱한 분위기 x

질문 및 답변
(인제대 사이트에 예상질문 3개 있었음)
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열정으로 책임과 인내를 갖추고자 노력하는 000입니다.

Q2

(예상질문 중 1개) 장애 관련 기사, 뉴스보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A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특수학교로 가는 아침 통학차 얘기함

Q3

특수교육과와 관련하여 읽은 책은? 느낀점?
A 곤다신고의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감 진짜 중요시함 (면접내용 조금 부실해도 자신감 넘치면 ok)
너무 외운 티가 나면 안 좋아함
어떤 친구가 마지막 말한다고 했는데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x
부모님 대기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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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전

형

INU교과전형

지 원 학 과

도시공학과

면 접 방 법

학생부 참고 안하고 제시문 기반면접도 아니었습니다. 순서 정해진 대로 5분 간격으로 인솔하시는 분 따라서
면접실 앞 대기실에 갔다가 면접 보는 방식이었어요. 교수님은 3명, 5분 내외로 면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
4개에 1개 추가해서 5개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6개 해주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지원해줘서 고마워요
Q1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A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도시공학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곧, 도시에 의해 사람이 다쳤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 마다 마음이 아파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치는 것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습니
다. 그때 저는 ‘지상에 차량이 없으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차량이 없는 도시를 구상하였습니다. 이 도
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도시공학과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Q2

차량없는 도시라면 차량없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A 차량 대신에 자전거나 트램을 차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더듬)

Q3

그렇다면, 혹시 학생이 대학에 붙었다고 가정하면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저의 꿈인 도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대학의 교육과정 중 어떤 수업을 들을지 정리를 하고, 수업을 수강하고 관련 자격증
을 취득하는 등 꿈을 위하여 생활할 것입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주변의 도시를 배운 지식으로 탐구해 보면서, 공부를
심화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Q4

도시 문제에는 뭐가 있나요?
A 빈민가/슬럼이나 교통체증이 도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스마트시티가 무엇이고, 스마트시티가 어떤 기술이 있나?
A 스마트시티는 여러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도시에 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시입니다. 제가 조
사했던 것 중 스마트시티 송도에 RFID기술을 이용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6

그럼 학생 도시는 생애 주기란 것이 있는데, ~~~~(도시 생애 주기 설명)
A 사람이 탄생하고 죽는 그 생애 주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 맞아요, 도시의 생애 주기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A 저는 도시의 의미에 따라 주기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500년 역사를 지닌 경복궁이 있습니다. 이
경복궁은 아직까지 보존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머무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용하고 많이 낡으면
재건축을 하거나 도시재생을 하므로, 도시의 의미에 따라 주기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하지 않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생각보다 교과서 읽듯이 형식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말을 더듬어도 면접관과 소통하듯이 면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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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지 원 학 과

생명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대기실에서 지원자 여러명 대기하고 있다가 선배들이 순서에 맞춰 한명씩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면접실 앞
에서 대기한 후 선배들이 면접실 문을 열어 주시면 안으로 들어가 2명의 교수와 지원자 한명이 10분정도 생기
부와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함

질문 및 답변
Q 간단하게 지원동기부터
A 준비해간거 말함
Q 유전자 가위가 무엇인지(자소서)
A 유전자 가위에 대한 설명과 종류 그리고 종류별로 특징에 관하여 대답함
Q 유전자가위가 윤리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입장(두번째 질문의 꼬리질문)
A 수많은 치료법중 하나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거 같다했고 기술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규제를 법적으
로 하면 괜찮을거 같다고 대답함
Q 브로콜리 추출실험 내용(생기부)
A 실험 과정과 각 과정에서 쓰인 원리를 같이 설명함
Q 무슨 동아리 장을 하였고 역할과 느낀 점(생기부)
A 내가 했던 동아리 장을 말하고 그에 관한 역할 그리고 리더란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리더에게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함
Q 봉사활동을 주로 뭐했는지(생기부)
A 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보조 및 식사보조를 했고 그 밖에 학교에서 했던 도우미 활동에 관하여 설명함
Q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무엇이고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지(자소서)
A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병으로는 파킨슨병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함
Q 레트로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자소서)
A 레트로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의 크기와 단점, 장점과 같은 특징과 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함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준비해간거 말함

기타 유의사항
전공지식 또는 교과 관련된 질문 나올까봐 엄청 공부해갔는데 모든 면접 통틀어 거의 안 나왔고 무엇보다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은 생기부와 자소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많이 읽어보고 그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고있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비를 할 때 답변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기보단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외워서 면접자리에서 그 키워드들
을 맞춰나가는 형식으로 준비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모의 면접 같은건 한번쯤은 하고 나가는게 본인에게
이득일거에요.

전

형

지 원 학 과

INU교과전형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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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1층 대기실에서 대기(폰 사용금지, 가져온 자료는 볼 수 있음)
가번호 부여받고 가슴에 명찰달고 그 번호 순서대로 입실
앞사람 면접동안 다음사람 복도에 앉아서 대기
면접관3명 5분면접, 블라인드(학교이름, 거주지역, 본인이름 등 발설금지)

질문 및 답변
<면접관A>
Q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앉아주세요
A (준비한 자기소개)
Q 확률과 통계 배웠죠? 확률변수랑 확률분포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확률변수는 X로 표시하고 ~~~ 확률분포는 확률변수와 확률 사이의 대응관계를 ~~~~
Q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분포로~~~정규분포는 np,npq를통해~~~~~
<면접관B>
Q 부정적분이 무엇인가요?
A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Q 정적분에는 적분상수가 없나요?
A 네 없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
<면접관C>
Q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A 벡터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점으로부터 다름 두 점까지의 벡터를 각각 a,b벡터라고 했을 때 그 사잇각의
cos값을 알 수 있습니다~~~(1/2absin공식 말함)
Q 공간상에서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뭔가요?
A 사면체의 한 면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 후 높이를 정사영을 내려
그 직각삼각형으로 높이를 구하고 1/3을 곱합니다.
(말하다가 5분 알람 울렸는데 계속 들어주심)
<면접관A>
Q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A 너무 아쉬웠어요

기타 유의사항
교과면접이라 그런지 기본적인 인성, 시사보다는 교과지식질문이 대부분이었음.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들은 시사를 많
이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으니 준비하는 게 좋을 듯!
첫 질문에서 약간 당황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중간에 당황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있게 대
답 잘하고 오는 게 젤 중요한듯합니다.

전

형

지 원 학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에너지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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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개별면접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 평가) / 10분 내외

질문 및 답변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A 저는 진로를 정하기 전부터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무언가를 싶어서 화학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Q 자소서를 보면 화학실험에서 ‘오호’를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오호가 무엇인가요?
A 오호는 먹을 수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친환경 물병으로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을 대신하고자 만
들어졌습니다.
Q 지원자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생명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A 아니요. 저는 생명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소재를 얻어 그 소재를 화학과 연결시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지원자는 대답 중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친환경과 관련한 연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잘
은 기억나지 않지만 앞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버버거리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되게 반복하고 강조했었어요.)
A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기사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숯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석탄
과 맞먹는 고열량 숯 덩어리로 제작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 숯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앞 대답을 듣고) 그럼 지원자는 평소에도 친환경적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있다면 말해보세요.
A 네. 저는 평소에도 친환경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플라스틱 병 대신에 물통을 들고 다니고, 일회용제품도 되
도록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 통이나 컵을 따로 들고 다닙니다.
Q 3학년 때 자율동아리에서 동아리장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평소에도 이런 자리(동아리장)를 맡아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
변에서 서포터를 하는 편인가요?
A 저는 주로 주변에서 서포터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아리는 제가 친구들에게 제안해 만든 동아리였던 만큼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주장한 제가 동아리장을 맡아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
아서 동아리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A 지금의 저는 많이 부족해보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 경우에는 이름과 학교마크가 보이지 않는 경우엔 교복이 착용 가능했습니다.(저는 불안해서 사복을 입고 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사복을 입고 왔어요.)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증에 요구하는 정보(생년월일 등)가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확실하지 않은 학생증보단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을 추천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생기부나 자소서같은 자료를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전

형

INU교과전형

지 원 학 과

에너지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생기부X, 자소서X 들어가면 테이블 있고 교수님 3명 앉아 계셔요. 가서 앉고 시작하면 되요. 딱 5분 시간 맞
춰서 면접 봐요~

질문 및 답변
처음에 들어가면 중간에 앉아계신 교수님이 앉으라고 하고 질문 시작하십니다. 중간에 앉아 계신 교수님이 자기 먼저 질문 시작하고
양쪽에 있는 교수님이 질문한다고 하시고 중간 중간에 시계 보는 거는 5분 제한시간 보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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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학교에서의 계획 그리고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의 계획 말해주세요.
A 고등학교 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공급 받지 못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기술이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하
베스팅에서 태양전지, 압전소자, 열전소자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가 화학에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학
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과에서 저의 꿈에 대한 배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할 것이고 영어도 열심히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외국에 있는 누루 에
너지(nuru energy)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 데 그곳에 들어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에너지하
베스팅을 이용한 물건을 만들어 직접 도움을 줄 것입니다.

Q2

학교에서의 학업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A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학교나 교외에서 열리는 개발 대회라던 지 대회를 나가서 에너지하베스팅 기
술을 이용한 물건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3

(오른쪽 교수님)혹시 화1, 2 배우셨나요?
A 화1은 다 배웠는데 화2는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Q4

좋아하는 과목이 뭔가요?
A 물리입니다.

Q5

그럼 물리 1,2 는 배웠나요?
A 물리 1은 2학년 때 배웠는데 물리 2를 3학년 때 배우려고 신청했지만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고
자하는 사람을 모아서 하는 소인수 과정에 외부강사님을 모셔서 물리 2를 들었습니다.

Q6

물리에서 자신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던가. 기억에 남는 공식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저는 어떤 공식이라기보다는 철학과 관련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리를 배우다보면 물리 안에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리가 아주 예전부터 철학이랑 수학과 함께 발전해 왔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7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A 가장 최근에 양자역학이 있는데 양자역학을 계속 파다보면 결국 모든 것은 정해져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가라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Q8

(왼쪽 교수님) 아까 누루 에너지, 에너지 하베스팅을 말해서 말인데 혹시 적정기술 알아요?
A 넵!

Q9

혹시 그런 기술이 쓰일 수 있는 것을 말해 볼 수 있을까?
A 아까 말했던 누루에너지에서 소켓 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만
들어진 에너지가 공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침에 만든 에너지로 스탠드를 킬 수도 있고 구멍이 있어 콘센트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Q 나도 관심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고 싶네. 허허,
Q10 이제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거 이야기 해주세요.
A 사실 여기 면접 준비한다고 화학 관련 질문 할 거 같아서 화학2를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면서 흥미가 생겼
고 화1을 배우면서는 배우는 것이 제한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학가면 배울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
곳에 와서 꼭 배우고 싶고 또 저의 꿈을 위해 배움을 하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희 교수님들이 엄청 착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떨고 있냐고 떨고 있다고 하니까 안떨어도 된다고 긴장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요. 사실 교과면접이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시사나, 교과나, 기본적인질문이나 다 준비해갔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평소에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에 정확하게 말 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거 같고 면접 보기 얼마 전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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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준비해야 될 거 같은 거에 열심히 준비해가면 면접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 시간재고 보는 거라 시간이 있
었더라면 더 자세히 말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간절하고 자기는 긴장 안한다!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면접 때 대답하면 좋을 거 같아요. 좋은 거는 다리나 손이 안 보인다는 거! 어떤 큰 회의실에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리나 손을 보지 못해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았어요.

전

형

INU교과전형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면접시간 5분내외 / 교과면접이라 생기부, 자소서 X

질문 및 답변
*면접관 3명 있었는데 편의상 Q1, Q2, Q3이라 함/ 똑똑똑 안녕하세요~
Q3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요~, 많이 떨려요?
A 네 많이 떨립니다.

Q3

긴장푸시고 자 그럼 자기소개와 저희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들어볼까요?
A 네 저는 ~~( 처음에 책이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3~4초정도 조용했음 그 다음에 생각나서 말함.)

Q1

고등학교에서 물리시간에 기억 남는 내용있어요?
A 네 저는 전자기유도현상과 반도체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자기유도현상은 ~~ 실생활에 과속탐지 카메라가 있는데 1차
코일~~2차코일~~

Q1

아까 반도체도 기억난다했는데 설명해보실래요?
A 네 반도체는 n형~~p형~~

Q2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것들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해본 거 있어요??
A 제가 인천대학교 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Q3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야~
A 네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래되면 이동할 때만큼은 편안하고자 가속도센서를 사용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스템을 만들
고 싶습니다.

Q3

센서에 관심이 많은가보네요 알아본 것 있어요?
A 네 제가 알아본 센서가 4가지가있는데 ~~ 레이더라이더초음파카메라~~

Q3

음~ 관심이 정말 많은가봐요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저는 단지 정보탐색뿐만 아니라 직접 아두이노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어보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
으로 후에 인천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만의 사이버전시회에 자율주행과 같은 주제로 꼭 참가 해
보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분위기는 교수님이 잘 풀어주셨음. 대기하는 동안 폰은 끄고 들고 온 자료들은 자유롭게 봐도 됨. 화장실은 감독관하에 자
유롭기 갔다 올 수 있고 물도 있음 자유롭게 마셔도 됨. 면접시간이 5분 내외라 짧았지만 준비해온 거 잘 말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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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INU교과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부

면 접 방 법

입실 후 면접진행도우미분들이 유의사항 안내 후 신분확인과 가수험번호를 지급해줍니다. 9시 30분 이후 순서대
로 불러 바깥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들어가면 3분의 면접관님이 앉아계셨고, 한 분씩 돌아가며 질문했습니다.

전

질문 및 답변
Q1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원동기가 무엇인지?
A 컴퓨터공학에 관심이 생겨 유튜브에서 검색 중 인천대 컴퓨터공학부 홍보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경험을 말하며 인천대의
장점을 말함,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수업 커리큘럼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다며 언급.

Q2

꿈이 무엇인지?
A (원래 지원동기에 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하지 않은 것이 생각남.)주변 어른분들이 모바일 앱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모바일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함.

Q3

학교에서 관련 활동은 무엇을 했는지?
A 파이썬 코딩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을 통해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 데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함.

Q4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A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에 맞추어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를 꼭 듣고 싶다고 말함. 또 코딩하면서 영어
를 매우 많이 쓰니 영어 강의를 들으며 영어에 대한 지식을 넓혀 코딩 문법에 대해 더 쉬운 접근을 하고 싶다고 말함.
(질문이 ‘무엇을 배우고 싶냐?’여서 순간 준비해온 프로그래밍 소모임에 대해 언급을 하지 못함,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움)

Q5

(수학 질문) 미분의 정의가 무엇인지?
A (수학 질문 너무 빨리 물어보셔서 당황해서 잠시 생각한다고 말한 뒤) 미분 식에 대해 언급하며 설명함.

Q6

(수학 질문)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무엇인지?
A (미분 정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셔서 물어본 것 같음, 지금 생각해보면 식으로 말하면 안 됐던 것 같음) 순서를 정하는
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하면서 순열과 조합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함.

기타 유의사항
제 앞에 재외국민 전형 3분이 먼저 면접 보긴 하셨지만 그래도 면접 번호 1번을 받아서 멘탈이 좀 깨지긴 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준비해갔는데 질문 없던 것도 까먹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에 그냥 나온 제가 바보 같습니다. 전공 문제도, 시사
문제도 없고 꼬리 질문이 없어 면접 보고 나오면서 의아했지만 일단 질문에 다 대답하고 면접관님들 표정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
여 무난히 봤다는 생각이 들었고, 후기 찾아봤는데 꼬리 질문 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위안 삼았습니다.
시사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전 면접 후기를 보고 결정한 일), 그런데 정
말 잘한 것 같았습니다. 한 문제도 시사 문제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분들 후기 마찬가지) ‘수학 공부를 더 해볼걸’이라는 후회는
들었습니다. 미분 정의를 제대로 말 못 했다는 느낌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

INU교과전형

지 원 학 과

컴퓨터공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3 지원자1로 하며 생활기록부를 안 본다. 또한 면접 질문이 간단하다.

전

질문 및 답변
Q1

컴퓨터공학부에 왜 지원하셨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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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

A 구청, 시청에 전자 민원발급기나 은행의 ATM기를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확대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각장
애인인 입장에서 그 확대기능을 사용하면 정리가 안 되어있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단지 확대기능만 있어 어려움을 느낍
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코딩해 직접 경험하고 더 나은 방향으
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Q2

(수학 질문) 미분의 정의를 극한을 관련지어 설명해보세요.
A

     

의
lim 


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

Q3

고등학교 활동 중 컴퓨터나 코딩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A 고등학교 정보 시간 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주면 파이썬을 이용해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높은 창의력을 요
구해서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탐구동아리에서 세대별 언어의 종류나 특이점에 대해 조사했고
또한 각 언어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Q4

이 학교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고 왜 그것을 하고 싶었나요?
A 저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기계장치를 보면 어떠한 값을 입력하고 사람이 명
령하면 입력된 값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입력되지 않은 명령에 대한 반응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흥미가 생겨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Q5

시력이 안 좋아 학교에서 도움을 주고 있나요?
A 아니요. 안 받습니다.

Q6

시력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불편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저 혼자서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컴퓨터공학부만 그런지 몰라도 교수가 무뚝뚝하다. '내가 대답을 못 해서 그렇나?' 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런 것뿐이고 같이
면접 본 친구들도 그렇다고 말했다. 1번이라 긴장하지 마라. 그냥 1번이다. 난 1번이라서 행복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더라도
긴장하지 마라. 너만 대답 못 한 것이 아니다. 교수도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면접 준비는 면접사례를 보고 준비하
면 면접하기가 쉬워진다. 컴퓨터공학부는 수학 개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은 수학책을 펼쳐봐라. 면접
보기 전에 화장실에 꼭 들려라. 면접번호 받기 전에 배가 아파서 미칠 뻔했다. 다행히 난 1번이라서 행복했다. 면접자들의 옷은 각양
각색이다. 그냥 단정하게 가라 꾸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 마음이 편하다. 면접을 보고 나서 수만휘나 수능갤XX
에 들어가지 마라. 너의 자신감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그냥 최종합격을 기다려라. 시사 문제는 안 나오더라 다행인 거 같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은 보고 가라. 같이 보러 간 친구는 수학 개념에서 망했다 하더라. 댕청한 거 같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는 너희들에
게는 하고 싶은 말은 긴장하지 마라, 그냥 즐겨라. 그리고 이 학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면 나를 찾아라! 도움을 줄게! 가능한 만큼!

전

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지 원 학 과

해양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2인이 지원자 1명을 평가 / 면접시간: 10분 내외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들어와서 인사는 기본으로 했고, 앉자마자 면접관 분들이 긴장 풀어주려 이것저것 물어봄. ‘많이 추웠냐’,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요’ 등등.)
Q 이제 질문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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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A 네
Q 본인을 해양생물에 비유한다면 뭘로 비유할건가요?
A (당황)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Q 네, 이건 답이 없는거니까요~
A (생각하고) 저는 해파리를 저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파리는 잘 죽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라서 이런 해파리처럼 저도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저를 해파리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Q 네, 2학년 때 토론에서 해수담수화 기술에 대해 토론해본 적이 있네요. ‘해양식물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이 무엇인지 간
단하게 설명해볼래요?
A 네, 우선 제가 고안한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해양식물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은 염생 식물인 맹그로브의 특성을 이용
하여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맹그로브가 나트륨 이온을 여과하는 특성이 있기에 바닷물의 90%를 여과할
수 있기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멤브레인’이라는 필터를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인공강우나 빗물을 이용한 것과는 달
리 지역적 한계가 적고 비용이 저렴하여 효율적인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Q 맹그로브가 무슨 식물이고, 그런 식물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아나요?
A 염생식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염생식물은 보통 (이때 염분이 많은 갯벌 등에서 서식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났음) ...해수 근처에서 많이 서식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생기부를 보시더니) 3학년 때 DNA를 추출한 적이 있네요. 바나나에서 DNA를 추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해볼래요?
A (과정 생각 안 나서 더 당황) ...네, 우선 바나나를 으깬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원형튜브에 으깬 바나나를 넣고 ...
죄송합니다. 제가 바나나를 으깨고 같이 넣은 용액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알코올과 추가적인 무언가(?)을 넣고
[용액 에탄올과 으깬 다음 바나나에 세제 넣는 거였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났음.] 조금만 기다리면 하얀 부유물이 떠오르
는데 이때 그 부유물이 DNA 였습니다.
Q 네, 그리고 기존의 DNA 모형과 그 수업에서 만든 DNA 모형이 다르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다르나요?
A 네, (당-인산 골격 생각안나서 손으로 직접 설명함) 기존 DNA 모형은 한 바퀴 휘감은 골격 사이가 일정했지만 생명과학
실험 과목에서 만든 DNA 모형은 골격 사이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것은 넓고, 어떤 것은 좁았습니다.
Q (끄덕이며) 이 외에도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질문이 안 나왔다거나, 이거만은 꼭 말하고 싶다는 것이 있나요? 독서활동
이라든지... [대충 이런 뉘앙스의 질문]
A 우선 저는 독서활동을 들겠습니다. 저는 독서활동 중 전공과 가장 관련된 ‘바닷속 생물의 123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
다. 그 책에서 아쿠아 포닉스라고 물고기 양식과 식물 수경 재배를 결합한 기술인데, 원래 물고기 양식하면 물고기의 배설
물이 축적되어 물에서 독소 작용을 일으켜 빈번한 물 교체가 필요하나 식물 수경 재배까지 합치면 식물은 물고기 배설물로
퇴비를 대신할 수 있고, 양식업에선 자주 물을 안 갈아주게 되어 친환경적인 기술이라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같습니다.
Q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네, 저는 장점이자 단점을 열등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때 면접관 분 중 한 분이 의아해 함)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상대편 집단을 초월하는 강한 의지, 즉 더 열심히 하게 하는 도핑제라고 생각합니
다. 이로 인해 성적도 급격한 상승세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인천대에 합격하게 된다면 열
등감을 긍정적으로 이용하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에서 질문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지극한 생기부 기반이었음. 자소서도 필수로 보는 건 맞으나 생기부에서 전공이나 전
공과 관련된 과목을 집중해서 보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여담으로 면접 보기 전 대기실 분위기는 매우 조용했음. 각자 다 생기부/자소서 보고 있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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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

인하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지 원 학 과

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수2명이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였고 약 10분간 면접 이 진행되었
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문하고
또 그 답변에 대해 질문하는 꼬리 물기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A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에 직업을 가질 때 막연하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기업경영인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목표로 약간의 냉철함과 이기심이 필요한 직업이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진로체험의 날 행사로 사회적 기업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생
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저에게 기업 경영인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인이 되기 위해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대학을 탐색하던 중 미래지향적 ceo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에 대해 알
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줄 곧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지원하였습니다.

Q2

사회적 기업과 그냥 일반 기업의 차이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A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은 자기 집단, 단체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간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을 진짜 우
리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사회적 기업은 공
익을 추구하며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혹시 지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김형수 대표님이 이끌고 있는 트리플래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리 플래닛은 게임에서 시민들이
나무를 키우면 그 나무를 키운 만큼 직접 도시에 나무를 심는 그런 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는 이 김형수 대
표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제가 하고싶은 환경 분야의 기업인인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
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꼭 이런 훌륭한 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서 우리 사
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Q4

독서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책 1권 정도와 그 이유를 소개해줄 수 있나요?
A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조금 오래되었지만 그만큼 인상에 남은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고 전태일 선생님께서는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며 분신자살 하셨습니다. 이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한 개인이 사회 전체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경영인을 꿈꾼 초창기
에 과연 나 혼자만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던 저에게 한
교과 선생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제 가치관의 변화 뿐 아니라 제 진로에 대한 자신감까
지 높여주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상위1%의 잠재력을 가진 학생’ 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셨습니까?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반장에 당선된 뒤 저희 반이 활기찬 반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은
몇몇 공부만 하는 학생들과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엎드려 자는 등 무기력한 분위기의 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며 이 반은 참 수업하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반장으로서 반 분위기 개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같이 방안을 고민하며 상담을 시작하였고 제가 친구들을 수업에 참여시키
는 방안을 해보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적응하지 못하여 당황하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시도 끝에 하나 둘 친구들이 저의 너스레에 들어와 주었습니다. 2학기가 되어서는 완전 딴 반이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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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도 수업하시며 많이 웃으시고 저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칭찬도 저에게 기뻤지만 제가 가장
뿌듯하다고 느낀 것은 소외된 친구들 없이 모두 하나 된 단합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협동을 중시하던 저
였기에 내가 한 단체의 협동심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저의 전반적인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저의 적
극적인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형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지 원 학 과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은 두 명이고 2 : 1로 면접 진행

전

질문 및 답변
Q1

리뷰논문대회에 참가하셨는데 무슨 논문을 리뷰했나요?
A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프로듀스 101 시즌 2 분석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성 주인공의 성격으로 보는 시대별
여성상 변화를 다룬 논문에 대해 리뷰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Q2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의 뜻은 무엇인가요?
A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기적이고 독립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Q3

그 예를 들어보세요.
A 어벤져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등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벤져스라는 큰 스토리 안에
속해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4

하나 더 들어보세요.
A 해리포터를 들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기숙사는 총 4개인데 그리핀도르를 주로 이루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같
은 세계관 아래에서 신비한 동물사전의 주인공은 후플푸프 소속이고 해리포터의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전개됩니다.

Q5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A 방탄소년단의 콘텐츠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 콘서트,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줄
곧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은 ‘love yourself'입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단순히 즐길 수 있게 함을 넘어서
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Q6

love yourself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주관대로 행동한다는 뜻인가요?
A 그런 뜻보다는 먼저 자기혐오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본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
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Q7

네, 그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콘텐츠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A 웹툰 ‘조선왕조실록’을 들고 싶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서와 카톡을 결합하여 재치 있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Q8

봉사활동을 무료급식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조부모님을 자주 못 뵙고 노인 분들과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했고, 노인 분들께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노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또한 깰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A 여기 오기 전에 인하대학교 문콘문경의 영상 학회 6cc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고, 저도 이 학교에 입학해
서 꼭 영상을 함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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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남자 교수님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도 미리 준비해간 답변을 이용해서 잘 풀어내면 수월하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면접준비도 꼼꼼히 해야해요 절대
외워서 하지 말고 외우기보다는 생기부 많이 읽고, 자소서 많이 읽고 자기 활동-느낀점을 잘 숙지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
아요 전공 지식에 관해 어려운 게 있으면 무조건 깊게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기.

전

형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지 원 학 과

물리학과

면 접 방 법

같은 학과 끼리 모여 있다가 예비 번호 받고 호출되면 이동. 면접실 앞에서 앞 면접 끝날 때 까지 기다리고 나
오면 입실. 2명 면접관 (A , B) 과 학생 한명 마주보면서 면접 진행 (7분간)

질문 및 답변
Q 밖에 많이 춥죠?
A 네 많이 추웠어요.
Q 오는데 수고 하셨고 바로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Q 자소서 4번에 보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과학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이 적혀있는데 혹시 뉴턴의 법칙 알고 있나요?
A 네 뉴턴의 제 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정지해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있고, 등속직선운동 하는 물체
는 계속 등속직선운동하려는 한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 달리 말해서 외부의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는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 2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 질량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 뉴턴의 제 3법칙은 한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도 그 물체
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법칙입니다
Q 네 잘 알고 있네요. 자소서에 보면 동아리나 소인수 수업에서 여러 실험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실험 있나요?
A 제일 기억에 남는 실험은 단진자 주기 측정 실험입니다. 단진자의 주기는 루트 중력가속도 분의 실의 길이이기 때문에
주기와 실의 길이를 알면 중력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력가속도의 크기가 8.9m/s으로 나왔는데 배워왔던
9.8m/s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 이 오차가 진자운동이 완벽히 대칭적이지 않고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Q 그렇군요. 생기부를 보면 1.2학년 때 진로가 화학 분얀데 지금 물리학과에 지원하셨어요. 혹시 계기나 하실 말씀 있나요?
A 자연계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과학입니다. 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화학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화학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고 물리 다
큐멘터리와 관련 도서를 보면서 그 중에서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 두 분야를 해석하는 물리학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
매력에서 찾은 꿈이 물리학자입니다.
Q 오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다되어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저의 장점은 탐구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물리를 배울 때 이론을 외우고 문제 에만 몰두하
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이론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될지에 관한 생각을 하며 탐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저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네 면접 보느라 수고 하셨어요. 이제 나가봐도 됩니다.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입실시간 돼서 건물 입구가 열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전자기기 (폰, 아이패드, 탭, 노트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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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종료하고 가방안에 넣어야 합니다. 끄지 않고 진동이나 소리 울리면 그 즉시 퇴실 조치. 대기 시간에 화장실은 무조건
스탭이랑 같이 가야함. 같이 안가면 그거도 부정행위.

전

형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지 원 학 과

영어교육과

면 접 방 법

1.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누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저는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면접은 아마 1시부터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2. 오전 면접은 8:10 ~ 8:40 내에 지정된 면접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면접 보기 약 일주일 전에 1차 발표가 나면 수험번호와 조가 부여 될 것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 수험
번호와 조가 적혀 있는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1차 발표 때 수업번호랑 조는 자신이 언
제 면접 보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면접하는 학생들을 분류하기 위한 용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23조라서
‘면접 늦게 보겠구나,’ 했는데 앞에서 6번째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4. 8시 40분이 되면 면접 감독관님이 오셔서 인원 체크를 한 뒤 손목에 찰 수 있는 팔찌를 나누어 줍니다. 그
팔찌에 적혀 있는 번호가 진짜 자신의 면접 번호가 됩니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팔찌랑 똑같습니다.)
5. 면접 시간은 6~7분입니다. 타이머를 재는 데, 면접 시작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원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면접하러 들어가기 전 그 앞에 본인의 짐을 다 두고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고 난 뒤에는 짐 챙기
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기억나는 대로 썼습니다.)
Q 쌤same이라는 교사 동아리를 했다고 생기부에 적혀 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나갔고,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교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연 해보기, 교육 신문 만들기, 미래 일기 쓰
기, 교육 관련 독서 읽고 소감문 쓰기 등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미래 일기 쓰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내가 미래에 선생님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미래를 생각해본 적이 잘 없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
게 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Q 1학년장, 전교 부회장이라든지 동아리장과 같은 리더 자리를 많이 맡으셨네요. 리더를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A 학생회 활동을 할 때 선도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단정한 옷차림을 준수하도록 힘써야 하는 선도부
이지만, 우리 모두 같은 나이 대이고, 친구이자 동생인데 옷차림과 화장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에 대해 잘 알지 못 해서 초반에는 화장 한 친구를 잘 잡아내는 팁(?)이라든지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 점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그럼 본인이 교사가 된다면 화장을 한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요?
A 원리원칙을 따라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Q 튜터링 활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활동이에요?
A 제가 원하는 친구랑 짝을 맺어 제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 그 친구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함께 공부를 하는 활동입니다.
Q 언제 주로 친구랑 튜터링 활동을 했어요?
A 점심시간이나 석식 시간대에 일주일 세 번 정도 원하는 날에 일정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Q 진로 ucc 제작 발표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제로 발표를 했나요?
A 교사라는 직업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패러디해서 표현했습니
다. 미션을 할 때마다 레벨 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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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유튜브에 인하대학교가 인하대 면접 준비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세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고, 면접 진행 순서도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위에서 설명한 내용 안 보셔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에 매점이 있는데, 마실 것 꼭 사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장은 셔츠에 슬랙스가 가장 깔끔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입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웃으면서 잘 대해주셔서 오히려 연습 때보다 더 많이
웃으면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긴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정말 긴장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이상의 것들을 다 펼
쳐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지 원 학 과

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은 매우 조용함. 대기 시간동안에는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고 있음.
1.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입실 완료를 한다.
2. 지정된 자석에 착석한다.
3. 면접 순서가 되기 전까지 면접 자료를 계속 보고 있음.
4. 2개의 그룹으로 조가 편성되는데 나는 2번째 조에 6번이였는데, 조마다 따로 면접이 진행됨.
5. 면접 시작 3번째 순서 전에 가방과 소지품을 모두 챙겨 면접 도우미 선생님에 호출에 따라 행동하면 됨.
6. 바로 직전 순서가 되었을 때 면접실 바로 앞 의자에 앉아 면접 도우미분에게 설명을 듣고 들어감.
(이때 매우 떨림. 침착과 평정심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
7. 면접이 다 끝나고 가방과 소지품을 들고 그대로 퇴실~~~

질문 및 답변
면접관 두 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입시사정관이고 한명은 교수로 보였음.
입시사정관 : Q1, 교수 : Q2 라고 하겠음.
Q1

학생 삼각측량법이 뭔가요? 아는 데로 설명해주세요.(생기부 기벡 세특에 있는 내용임.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을 해서 당황함.)
A 삼각측량법의 정의는 ~~~~~~입니다. 삼각측량법은 삼각형의 내각의 함이 180도라는 성질을 이용해 ~~~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Q1

나도 발명왕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발명품인가요?
A 저의 발명품의 이름은 포물선을 활용한 몰래카메라 탐지기입니다. 저의 발명픔의 핵심 원리는 크게 ~~입니다. 교내 행사
와 교외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융합하여 ~~~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
을 받았습니다.

Q2

반장도 했고 전교부회장, 전교회장까지 했는데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A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첫 번째 의사결정르 할 때 필요한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질문은 사실 평소에 준
비를 한 질문이긴 하지만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음.)

Q2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과가 많은데 왜 전자공학과에 지원하였나요?
A 전자공학과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입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전자공학과에서만 배울 수 있
는 반도체 및 시스템 과목을 더욱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

Q2

학생 게임 좋아해요? (왜 물어보셨지?)
A 네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 이러고 나서 시간이 다되서 면접 종료. 바로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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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면접 시 가장 좋은 것은 긴장을 안 하는 것이다.
2. 나에게는 꼬리 질문이 아예 없었는데 꼬리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선 자신이 꼭 말하고 싶은 부분과 무조건 끝에 연관 지어서
말하면 됨.
3.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당황하지 말 것.
4. 절대 교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열심히 말하면 된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이 학생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5. 절대 기죽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컴퓨터공학과

질문 및 답변
Q1

베이즈의 정리가 뭔가요?
A 베이즈의 정리란 사전확률과 사후확률간의 관계를 나타낸 정리입니다 사전확률로 부터 사후확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부확률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 그럼 베이즈의 정리가 사용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A 암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암환자일 확률이 90%이면 사후확률/사전확률을 하여 구합니다.
Q2

자소서에 혈흔형태분석법을 삼각함수와 타원의 정리를 이용하여 해봤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A 혈흔형태 분석법이란 과학수사기법 중에 하나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자가 피해자를 가격했을 때 튄 핏자국으로
피가 어디서 튀었는지 가격 위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피가 튀길 때 공중에서 피는 구가되는데 바닥이나 벽에 튀게 되
면 타원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타원의 단반경과 공중에 있는 구형의 피의 지름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원의
장반경과 밑변을 가지고 그러니까 타원의 장반경이 빗변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에 삼각함수로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각도를 타원에 실을 연결해서 모으면 한 점으로 실이 모이게 된는데 이곳이 가격지점이 됩니다.

+) 그러니까 여러 타원들에서 실을 연결한다는 거죠?
A 네 타원들 중에 분석하기 좋게 생긴 타원들을 선별하여 분석한 후 실을 연결하게 되면 실들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
Q3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를 읽고 불대수와 이진법으로 참참참게임의 승리가산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불대수가 뭔지 설명
해주세요.
A 불대수란 인간의 사고방식을 전자적인 회로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또는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혹시 XOR이 뭔가요?
A Xor게이트는 11일 때 결과값이 100일때 결과값이 1이고 01이나 10일때 결과 값이 0이되는 것입니다.
+)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A 위에랑 똑같이 말함(반대로 말한 듯 그래서 다시 물어보셨는데 다 끝나고 생각해보니 반대로 말 했던거 였음.)
Q4

VR 총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혼자서 했던 거예요? 아님 동아리같이 같이 한 거예요?
A 동아리에서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했었습니다.

+)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A 먼저 총의 모형을 만들고 스크립트를 이용해 HTC vive의 컨트롤러에 적용시켜 쏠 수 있도록 제작했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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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제작했나요? 어떤 순서적인 ~( 어떤 질문이었는지 잘 기억안 남.)
A 총이 장전되는 순서를 정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코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부족해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Q5

1학년 때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텐데 공정무역에 관해 잘 설명했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회시간인가요?

+) 네 그럼 공정무역상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엄...기억이 잘 안납니다.
+) 그럼 요것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1학년 땐데 9900원의 행복을 읽었다고 되어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주세요.
A 사람이 10,000원보다 9,900원일 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 더 잘 사게 된다는 내용이 였습니다.
+) 그래서요?
A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A 저는 가상현실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가상현실전문가가 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과 VR 게임을 만들어보는 듯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타이머 울림) -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A 이렇게 기른 능력과 저의 가장 큰 장점인 무언가를 하려할 때 반드시 해내는 끈기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인하대에서 가상
현실전문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꿈을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지 원 학 과

해양과학과

면 접 방 법

2 : 1 면접 / 면접시간 : 10분

질문 및 답변
Q1

해저호수의 생성원인이 무엇이냐

Q2

해저호수는 어디쯤에 위치해있냐

Q3

기후변화 현상을 인정하냐

Q4

해수순환이 멈춘다면이라는 주제로 교과심화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해수순환이 멈추게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Q5

해저호수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화학에너지로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떤 화학합성을 하냐

Q6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냐

Q7

교외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무엇이냐

Q8

많은 교내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타 유의사항
면접분위기 좋음. 답변은 간결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으나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서는 꼬리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결한 답변을 한 후 꼬리질문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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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화학공학과

질문 및 답변
Q 간호사에서 꿈이 바뀐 이유?
A 간호사라는 직업은 이미 만들어진 약물과 도구로 몇몇의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학공학자가 되
어 몇몇의 환자가 아닌 넓게는 전세계적으로 저의 노력을 기여하고 싶어서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Q 미세먼지 관련 탐구토론대회에서 흡착판에 대해서 주장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화학공학적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A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라 당황했지만)제가 아직 화학적 지식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아 화학공학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습
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도 중성자이기 때문에 유도가 되어 흡착이 된다면 미세먼
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앙페르 법칙이 무엇인가??
A 앙페르 법칙 설명함
Q 맥머리 유기화학--콘쥬게이션 homo lumo의 약자를 아는가?
A 모름, 대신 homo와 lumo의 정의를 말함
Q 개인보다 공동체라는 말을 자소서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요?
A 부스운영 활동 관련해서 말함
Q 인하대 화공에 지원한 이유
A 인재상과 장점을 연계하여 인하대와 부합하다고 말함
Q 화학공학과에 와서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가요?
A 유기화학, 나노공학 관심
Q 그렇게 배워서 하고 싶은것이 있나요?(내가 답을 너무 짧게해서 질문을 이해못했다고 생각했나보심)
A 유방암과 방광암에 걸림 실험쥐에 나노캡슐을 투여하여 암을 찾아낸 연구를 말함. 그리고 나서 약물을 부착한 그래핀을
나노캡슐에 부착하여 투여하고 적외선으로 그래핀을 녹이면 약물이 방출되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고 말함.
이렇게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함.

전

형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지 원 학 과

화학공학과

면 접 방 법

1.
2.
3.
4.
5.

정해진 대기실에 들어가서 대기, 주의사항 안내
대기하고 있으면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
차례가 되면 호명하고 앞에 나가서 수험표 재확인, 가번호 팔찌 부여
대기실 나가서 면접실 앞 의자에서 대기
면접 후 팔찌 떼고 귀가

질문 및 답변
Q1

메테인의 분자구조와 결합각을 말씀해주세요.
A 메테인은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지며 결합각을 109.5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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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

+) 그러면 어떤 혼성 오비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생기부내용)
A sp3혼성입니다.
Q (끄덕끄덕)
Q2

화학공학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 어느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요?
A 소재분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3D 프린터 소재분야를 개발하고 직접 공정을 설계하여 양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
기 위해 소재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는 공정 설계 뿐만 아니라 소재
에 대한 공부도 폭 넓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제 꿈을 실현시키기에 완벽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Q3

우리 과에 오면 조별로 과제를 자주 하게될 텐데 리더가 만약 잘못된 행동을 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까지 힘들
게 하면 어쩔 것 인가요?
A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와 1대1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거나 조원들과 함께 리더에게
한 마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 저는 작년에 오비탈, 과학 동아리 부장으로 지내면서 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Q4

여기 생기부에 천문학에 관한 배경지식이 남다르다고 적혀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스톱워치 울림, 끄고 계속 질문) 그
냥 여기 적혀있어서 묻는거에요. 명왕성이 행성으로 인정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나요? (1학년 과학 세특)
A 명왕성은 공전 궤도와 나타나는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행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럼 지금처럼 왜소 행성으로요?
A 네.
Q5

(스톱워치 울림, 끄고 계속 질문) 인하대 화학공학과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A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타 화학공학과와 다르게 공정설계뿐만 아니라 소재부분의 공부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강의실 같은데서 대기했는데 각 조 열별로 왼쪽 열부터, 앞에서부터 면접봅니다. 대기하는데 빵이나 음료수 들고 갈 수 있는데
먹을라면 좀 눈치보입니다. 든든하게 먹고 가세요.
2. 압박면접 같은 거 아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봅니다. 들어가서 면접 시작하기 전에 긴장 풀어 주려고들 하십니다. 긴장 안
해도 됩니다.
3. 2대1 면접이고 스톱워치로 6분 잽니다. 두 분 각각 스톱워치 가지고 계십니다. 질문이나 답변하다가 스톱워치 울려도 당황하
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톱워치 끄시고 계속 질문하십니다.
4. 질문이 한 두개 더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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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및 이 학부를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해 주세요.
A 저의 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활동내용)~ 이러한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헌혈을 비롯해 봉사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을 말해주세요.
A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과학관 봉사활동입니다. ~(활동내용)~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가르쳐 주었고
이해하는 아이들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Q3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A 저는 아스피린 합성실험이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였습니다. ~(활동내용)~ 이를 통해 실험에서는 단계별 오류를 확인하
고 수정하는 것이 실험의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4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의 결합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그래핀은 ~~(개념), 탄소나노튜브는 ~~ (개념)

Q5

화학2 세특에 있는 르 샤틀리에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A 르 샤틀리에의 법칙을 알기위해서는 ~~ (개념)

Q6

1,2학년과 비교해 3학년 성적이 상승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비법이 있었나요?
A 3학년 때는 힉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야간자율학습이나 토요자습에 빠지지 않고 참여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
문에 모두 답해보기도 하고 문제를 여러번 반복해서 풀기도 했습니다~~ (학습방식)

Q7

면접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하시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자신이 정말로 끈기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강조 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본인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단서는 피해서 말할 것 (이름, 수험번호, 가족이나 친척 언급 등)

전

형

고교생활우수자

지 원 학 과

수의예과

면 접 방 법

3:1 / 학생부기반 / 15분

질문 및 답변
Q 동물매개치료관련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
A 노인복지센터에서 동물매개활동을 하면서 동물의 긍정적 영향을 인식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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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

Q 한 실험 중에 식물세포의 크기 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한 실험이죠?
A 직접 식물의 잎을 따 현미경으로 삼투압에 따라 식물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함.
Q 닭해부 실험도 했네요.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뭐 인간과 어떻게 달랐다던지
A 닭에게는 있지만 인간한테는 없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관찰했다.
Q 복지원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네요. 봉사에서 어떤 걸 주로 했나?
A 그 복지원은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장애인 학굔데 친구의 권유로 같이 봉사를 가게 되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해 봉사를 갔고, 그런 과정속에서 소통의 의미를 배웠다.
Q 동물실험에 대한 본인 의견을 말해보세요.
A 반대하지만 어느정도 불가피성도 인정함. 3R원칙에 따르는 엄격성이 필요하다 생각함.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A 기억이 안남.

기타 유의사항
수의예과면 생명과학 관련 활동 많이 했을텐데 실험 하나하나 원리나 관찰했던 결과 다 정리해놓고 가는 게 좋을 듯.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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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큰사람전형)

지 원 학 과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면 접 방 법

시간 맞춰 대기실 입실 후 대기
5분 전 복도로 불려 나가 제시문 2개(자연계열과 인성)에 대한 답변 구상(이때 영역마다 2문제가 주어지나, 1
문제만 택해서 답변구상. A4용지를 주시는데, 이는 갖고 들어가 보며 답변할 수 있음) 제시문 답변 후 생기부+
자소서에 대한 질문

질문 및 답변
제시문 어느 거 골랐는지 말하고 답변해주세요
생략(참고로 기출문제는 전북대학교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 학교 인원수가 되게 적네요, 왜죠?
A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원수가 적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의 고등학교는 매우 인기 있는 고등학
교이며 저희 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미달 된 고등학교에 배정받습니다.
Q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A 중학교 때의 저는 지금과는 다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게 보여주신 믿음을 보며 그러한 믿
음을 지니신 선생님들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하 생략.
Q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매우 우수한데 왜 생물교육과에 오고 싶어 하는가?
A 생명과학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순수학문을 배운다가 아닌 우리 몸에 대해 알아간다는 느낌이 좋
았고 그로 인해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으로 인해 생물교육과에 지원 희망
Q 독서 기록을 보면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자발적으로 읽은 것인가?
A 물리 과목의 책들은 수행평가라 읽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발적으로 읽었습니다.
Q (생명과학 책 제목 언급하며) 이걸 다 자발적으로 읽으셨다구요?
A 네, 생명과학 분야의 책은 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Q 어떤 책이 재미있었나요?
A 이기적 유전자 재미있었습니다.
Q 어려운 책이었을 텐데 어떤 점이 흥미로웠나요?
A 저는 제 몸의 주인을 단순히 저 자체로 생각했지만 리처드 도킨스의 유전자가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견해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Q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네요
A 아^^ ,, 하핫
Q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교수님도 사투리 심하십니다~ 하며 넘어감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우선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면접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학생때부터 선생님이 되길 꿈꿔왔고 전
북대에서 이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Q 저도 꼭 전북대에 합격하길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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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이 생각보다 추우니 외투를 꼭 들고 입실하길 권유.
대기실 분위기는 매우 조용함, 본인은 끝 순서였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함.
원서접수 순서로 면접순서가 정해진다는 풍문이 있으니 대기가 지루할 것 같으면 원서접수를 빨리하길 권장함.
생물교육과라 제시문이 생물 쪽일 줄 알았는데 온통 화학이라 헛웃음이 나왔음.
제시문 중 인성 문제도 단순히 도덕 문제가 아닌 저출산, 다문화,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였음(기출문제는 전북대학교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전

형

학생부종합(큰사람 전형)

지 원 학 과

스페인∙중남미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10분, 면접 위원수: 3명( 1대 3 면접 방식 )
대기 번호를 받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 후 자신의 차례가 오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하여 제시된 제시문을 선택
하여 5분간 자신의 의견 정리 후 면접 실시
(인성 부문 제시문 2개 ,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부문 제시문 2개에서 각각 하나를 택하여 준비)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친화력 좋고, 적응력 빠르고, 스페인어를 매끄럽게 구사하는 능력을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Q 지원자가 선택한 인성 제시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주세요.
A 대학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은 더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쌓아지는 것들이 저를 완성해 가는 더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가치관인
존중, 함께, 감사의 마음가짐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지원자가 선택한 잠재 능력 및 발전가능성 제시문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세요.
A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더욱 활발히 발전하여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발전된 인공지능 산업이 우리에게 부정
적일 거라는 여러 주장이 발표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발달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거라고 크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
도 많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생긴
다면 계속 고쳐나가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만 바라보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대와 규제가 계
속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
A 카르멘과 돈키호테입니다. 제가 스페인어라는 덫에 걸린 순간이 카르멘 공연을 본 직후였습니다. 스페인어의 강하고 빠른
언어에 마치 표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라’ 라는 메시지가 저를 스페인
어로 이끌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이 전북대학교 1차 합격의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계속 되길
희망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너무 긴장하지 말아주세요 평소처럼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해 보고 모의 면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과 눈을 피하지 말고 웃으면서 대답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두 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너라는 예쁜 씨앗을 잘 키워서 꽃으로 만들면 좋겠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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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성적우수자)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학생 1명(제시문 면접)

질문 및 답변
(교양과 교직 면접 순서는 때에 따라 다름)
(교양)
Q 요즘 젊은 세대에서 할로윈 데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세요.
A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할로윈 관련 상품 판매 증가나 관련 산업 육성 등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서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나름 건전한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할로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와의 견해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사회적 일
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직)
Q 최근 초등학교 전교생 수가 너무 적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단점을 말하세요.
A 먼저 장점으로는 학생들이 익숙한 분위기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관리와 교육이
다른 학교에 비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똑같은 학생들과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분위기가 식상해
질(?)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

형

학생부교과(고교성적우수자)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구상실에서 3분동안 답변 준비
면접실로 이동해 면접관분들 앞에서 3~4분 동안 답변(면접관분들은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견을 다
전달하면 끝)
면접 문항 종류 – 일반교양 1문제, 교직적성 1문제
일반교양 4문제, 교직적성 문항 4문제 중 각각 두 문제씩 뽑은 후, 자신이 잘 대답할 수 있을만한 문제를 각각
하나씩 뽑아 답변을 준비함(고르는 시간 10초 내)

질문 및 답변
Q 타다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Q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A 자사고 폐지 정책에 찬성
내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중의 하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은 교육에 동일하게 접
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자사고는 일반 학교에 비해 학비가 많이 비싼 편이기에 이는 학생 개인의 능
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물론,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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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학습방식을 운영하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반 학교에서 다양한 소인수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의 폭
을 넓히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유의사항
일반교양 문항은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제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짧은 시간 내에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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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 원 학 과

경기지도학과(축구전공)

면 접 방 법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자기 실명 및 출신학교 부모님 성함 등을 이야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무작위로 순서를 정하여 3명씩 입장함
2명의 교수님이 면접을 진행, 3가지의 질문을 하심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교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여 배우고 싶은지 이야기해 주세요.
A 저는 선수 생활도 하고 있지만, 지도자로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턴 이 학교에서 축구 전문 지식과 지
도자로서의 인성 코치 방법 등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Q2

현대축구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A 저는 개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11명의 선수가 기본적인
드리블, 패싱, 볼 관리 능력들이 잘 갖추어 있으면 전술적으로도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고 팀으로서의 시너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Q3

최근에 읽었던 인상적인 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A 저는 축구 지능 2라는 책을 가장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은 축구선수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 저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개인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의 특징들도 파악해라 하는 주제였습니다. 팀 동료들
의 특징을 알아야 그 선수 개인마다 좋은 장점들만 뽑아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등을 저에게는 생각하는 선수가 되라는
것을 알려준 책인 것 같아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준비할 때 축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지식을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하길 권장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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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진로개척자)

지 원 학 과

항공서비스학과

면 접 방 법

-1단계를 통해 선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실시
-학생부 내용을 토대로 면접 질문을 하심.
-실기우수자 전형보다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음.
-면접관 2명 지원자 2명 이렇게 면접이 진행 됨.
-제가 들어간 면접장에는 여자 한분 남자 한분 면접관이 계심.

질문 및 답변
*옆 지원자가 받은 질문 보다는 제가 받은 질문 중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Q1

지원동기 (흔하지 않은 지원동기를 원하심. 옆 지원자가 말했던 항공호신술 수업 내용과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하는 중반
에 면접관 분께서 자르시고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라고 말씀하심. 다른 지원자 대부분이 똑같은 지원동기를 말
했다고 하심.)
A 지원동기를 작성 할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흔하지 않지만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이야기 하면 좋음. 스토리텔링 화법이 정말 좋음.

Q2

영어로 준비한 자기소개가 있는지?

+)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A (미드를 보면서 자막을 가리고 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함.)
+) 미드 제목이 무엇인가?
Q3

자신 성격의 장단점
A 장점으로 눈썰미가 좋다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앗 기회다 싶어서 조금
솔직하지만 재치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 같음.

Q4

리더란 어떤 것인가?
A 옆 지원자가 리더를 샤프에 비유하길래 저도 천리안이라고 대답함. 물론 근거도 확실해야함.

Q5

전학 간 이유는 무엇인가.

Q6

동아리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A 솔직히 면접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꼭 답하고 싶었던 질문 이었기에 너무 기뻤음.

기타 유의사항
-

실기우수자보다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기죽지 말 것.
대기하는 동안 옆 친구들과 친해지길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푸는 것이 좋음.
건물 안이 생각보다 춥고 싸늘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거나 대기 미소를 할 때 경련이 일어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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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숙지하되 너무 꼼꼼하게 조사하고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음. 저도 그랬지만 정작 질문
하는 곳은 맨 앞장에 적힌 전출과 관련된 질문이었음.
- 항공서비스학과 모든 면접에서 강조되는 것이 자신감이고 당당함 이듯 이번 전형에서도 마찬가지 였던 것 같음.

전

형

실기우수자

지 원 학 과

항공서비스학과

면 접 방 법

8인 1조, 면접관 3인 / 면접시간 :15~20분
조편성 이후 질의지 작성(취미, 동아리, 공개질문 2개 중 택1)
워킹라인 있고 키를 대략적으로 가늠함.

질문 및 답변
Q 공개질문 중 본인이 선택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세요
A 사회에 진출하는 인재로서 필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감에는 제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승무원이 아
닌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두가지가 있습니다. 승무원으로는 고객의 요구사항, 불만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저의 말
과 행동이 비행사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안전과 서비스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모든 지원자가 안전이 중요하다 대답함)저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꼬리질문이 이어짐
Q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단어로 표현해보세요
A 배려입니다.
Q 편안한 자세로 옆의 면접자가 자신의 친구라 생각하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A 내 단점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잘 진행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계획을 세
울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 (공수 풀지 말고 대답할 것, 본인도 다른 면접자에게 같은 이야
기를 들음. 미소를 항상 유지하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일 것.)
Q 영어로 간단한 자기 소개 해보세요.
A 길어서 생략

전

형

실기우수자전형

지 원 학 과

항공서비스학전공

면 접 방 법

- 휴대폰 제출하고 면접대기실 입장→수험번호 순서대로 8명씩, 안 온사람 자리는 비워둠 → 고사장 앞에서
인사연습 후 슬리퍼로 갈아 신음 → 면접
- 들어가서 인사한 후 한 걸음 뒤로 가서 키 재기. 이후 ㄷ자 워킹마저 하고 의자에 앉음.

질문 및 답변
Q1

영어자기소개
A 중부대학교는 이제 암묵적으로 영어자기소개가 필수

Q2

대학(4년제)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또는 역량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무
엇인가?(공개질문)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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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개질문은 총 두 개 있었는데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선택할건지 작성하고 면접장에 가서 선택한 질문에 대한 답
을 하시면 됩니다.
2분 이내에 답하라고 했으니 조금 길어도 됨.
Q3

승무원은 미래지향적인 지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Q4

좋아하는 글귀나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 설명
A 저는 좌우명에 대한 답변을 인용해서 대답함.

기타 유의사항
- 수험번호대로 면접 시작하니 시간 맞춰오기
- 교수님들은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보수적일 수 도 있으니 최대한 학생답게. 그리고 무조건 1번부터 답 하는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역순으로 시키시니 방심하기 말기

- 839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진주교육대학교
전

형

지역인재전형(남자)

지 원 학 과

초등교육학과

면 접 방 법

개별면접 10분 / 적·인성 검사 50분 / 집단면접 숙고 15분+집단면접 50분

질문 및 답변
<개별면접>
면접관은 총 3분 계셨습니다.
Q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A 버스타고 와서 어제부터 진주에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Q 면접을 시작하는데, 간단한 지원동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들의 꿈이라는 불에 기름같은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 관리번호 XX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좋은 초등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다짐으로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가 되는 자질들을 배우기 위해서 진주교육대학교에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Q 혹시 심화전공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과를 선택하고 싶은지?
A 체육교육과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활동은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육교육과에서 신체 활
동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고 다른 과목들과 연계한 수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체육교육뿐 아니라 창의력 교육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는 체육교육과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Q 학교에 염색하려는 친구들이 있었는지?
A 두발에 대해서는 파마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하려는 친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Q 그러면 혹시 두발 자유화 복장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두발은 자율화로 하되 복장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발은 복장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 유발합니다. 이런 상
대적인 특징을 고려해보았을 때 두발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자율화를 하되 복장은 교복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다. 복장 같은 경우에는 명품 같이 과소비 혹은 충동 소비를 이끌고 친구들 간의 옷 경쟁심도 생길 수 있기에 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A 제가 준비했던 ‘진주교대’ 4행시를 한 뒤에 진주교육대학교에 진학해서 하고 싶은 포부를 말했습니다.
<집단면접>
집단면접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1번 제시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초등교육 서비스에 지원
금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초등교육이 미숙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고, 2번 제시문은 AI가 성장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
고 결국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AI 가상 교사가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였고, 3번 제시문은 초등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화가, 미술가와 같이 예술 분야와 함께 없어질 가능성이 적은 직업군에 속해있다는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Q1

제시문 1 2 3번이 초등교육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
A 제시문 1번과 2번은 교사의 기능 중 지식 전달에 집중한 측면이라고 분석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기능이 단순
히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면에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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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과연 초등교사가 존속 가능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A 존속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 지식 전달도 있지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 성장에 있어서는 인간 초등 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
장했습니다. 그리고, AI가 교사의 행정적 업무를 대신하고 초등교사는 학생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 뒤 발표를 마쳤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처럼 1번 문제를 분석하였고, 2번 문제 또한
모두가 존속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개별면접 느낀 점 ]
걱정했던 것보다 교수님들께서 너무 착하셔서 부담 안 가지시고 면접해도 되요! 그리고, 생기부 기반 면접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지 않으시고 기본적인 교사의 자질을 묻는 상황 제시 같은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
리고 두발 자유화와 복장 규제는 작년 집단 면접에도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집단 면접 준비때문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나왔
던 집단 면접 기출 문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집단면접 느낀 점 ]
우선 저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집단 면접이 처음이였습니다. 저처럼 처음일 사람이 분명히 있
을 거 같애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집단면접 제시문이 주어진 뒤 15분 동안 발표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발표지
만을 가지고 집단면접실로 이동해서 집단면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2~3분 자신이 준비했던 발표를 합니다. 모든 학생
의 발표가 끝나고 발표 순서대로(아닐수도 있어요) 한 학생을 지목해 그 학생이 했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당 한
번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자유로운 질문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궁금했던 점을 전체 학생과 이야기하는 그
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요. 이 시간이 끝나면 교수님께서 발표를 듣고 궁금하셨던 것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
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집단면접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답하고 상대방에게 경청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 꼼꼼히 질문 거리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아요.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적성, 인성검사 OMR (50분) - 주어진 질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골라 마킹하면 됩니다.
개별면접 (10분) - 교수님 3분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집단면접숙고 (15분) - 제시문을 보고 주어진 종이에 발표내용을 구상하면 됩니다.
집단면접(개별발표-집단토의-공통질문) (50분) - 자신의 발표종이를 화이트보드에 붙여 3분내외로 발표한 후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토의를 합니다.

질문 및 답변
[ 개인면접 ]
Q1

진주교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초등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때부터 교대에 입학하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였습니다. 특
히 진주교대는 저에게 1순위의 꿈의 학교입니다. 진주교대는 높은 임용률과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최고의 학교로 교대
하면 진주교대지 라는 명성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목표를 이
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였습니다.

Q2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활동과 그 이유는?
A 저는 초등교사를 꿈꾸는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교육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사 관련 책을 읽고 마
인드맵을 작성해보며 올바른 교직관을 세우고, 아동관련 영상시청,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시야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무
엇보다 모의수업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3

육아종합지원센터 봉사활동에 생기부 기록에는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은 적혀있지 않은데 가르친 경험이 있나?
A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교구 정리, 책 정리와 소독을 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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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얘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 중에 책을 보는
아이들이 저에게 모르는 단어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고 한글도 가르쳐준 경험이 있습니다.
Q4

학급 내 학습부진아(여기서 부진아는 기초적인 수업도 못 따라가고 집중도 하지 않는 학생을 말해요)가 있는 이유는 뭐라
고 생각해요?
A 이런 아이들은 보통 수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지식적 측면을 중요시하며
교과서 위주로 단순지식전달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도록 단순한 교과서식 수업이아니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먼저 이렇게 면접을 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사에게 중요한 자질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갖추
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한 직업으로 선생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로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진주교대 입학으로 꼭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단면접 ]
Q1

제시문에서 교육과 교사에 대한 전망에 차이가 나는 이유?

Q2

본인이 생각하기에 초등교사는 미래에 존속이 가능한가?
A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후 제 생각을 보태 전망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AI,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면을 제시 후 미래에 초등교사는 존속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최대한 긴장을 하지 않는 것과 자세와 표정을 신경써야 합니다. 집단토의 전 숙고 15분이 생각보다 엄청 짧습니다. 종이에 발
표내용을 정리할 때도 글자를 최대한 크게 요약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토의에서 발표순서는 교수님이 지원자를 먼저 받았습니
다. 제가 속한 조는 친구들끼리는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교수님들께서 따로 공통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교직 적성·인성 검사 50분 / 개별면접 10분
숙고 시간+집단 면접 50분-1조당 6명, 1명당 3분 동안 개별 발표, 18분 동안 집단 토의, 12분 동안 교수님
들과 질의응답 시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해 보실래요?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 교사를 꿈꿔오면서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교직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교학상장의 뜻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교
육봉사도 하고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직이 천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입니다!(원래 수험번호 00입니다. 라고 준비했는데 관리번호도 너무 복잡
하고 이름도 못 말하니까 머뭇대다가 사람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ㅋㅋㅋ)

Q2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른 지원자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말해줄래요?
A 저는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아침등교시간에 친구들과 모여 그 전 날 있었던 일,
위로받고 싶은 일, 공감 받고 싶은 일 등등을 말하며 친구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너 공
감 잘 해준다, 위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제가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실에
도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또 그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짐도 덜어주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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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고 저는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Q3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 교사를 꿈꿨다고 말했는데, 그 전까지는 진로희망이 뭐였어요?
A 그 전까지는 교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꿈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1학년 때 다양한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느 특정한 분야를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한 점이 초등교사
와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초등교사로 꿈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Q4

‘혁신교육-학교 교육의 새 패러다임’ 이라는 책을 읽었던데, 이러한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
다고 말하던가요?
A 저는 교사의 ‘편견 없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육의 지역 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엘리트만, 즉 공부, 운동 등 특별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이 잘 되도록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
들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잘 하는 아이들만 예쁘다고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을 꼭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5

3년 동안 반장을 했네요?
A 네!

+) 1. 그럼 혹시 반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반 친구들끼리 나가는 춤 대회가 있었습니
다. 하지만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어색해했기 때문에 아무도 춤을 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
신감 있는 태도로 앞에 먼저 나서서 춤을 추고 저의 특유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를 만들었습니다.
+) 2. 그럼 3년 동안 단독출마였나요?
A 3학년 때는 단독출마였지만 1,2학년 때는 아니었습니다.
+) 3. 혹시 나서는 걸 좋아해서 반장을 나갔던 것 아니었나요?
A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때 다 같이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점 때문에 반장에 출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장을 하면서 리더십이란 앞에서 친구들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걸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 4. 그럼 반장하면서 손해 봤던 점이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A 저는 손해 본다고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반장이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을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5. 반장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A 저는 소수의 의견도 다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반 의견을 하나로 취합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앞에 나서서 보
면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다! 라고 파악이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의견이 이러한 의견
으로 모이고 있는데 나는 다른 의견도 듣고 싶어, 00이가 아직 의견을 말 안 한 것 같은데 00이 의견을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고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6

수상이 많던데 의미 있는 상이 있나요?
A 저는 ‘수학 교구 만들기’대회가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우선 상을 만들게 된 계기부터가 친구들이 평소 어려워하
던 순열을 통한 길 찾기 문제를 더욱 쉽게 풀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워하던 장애물이 있는 순열을 통한 길 찾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구를 만든 후에도 교실에 교구를 놔두고 친구들
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 교구를 활용해서 기준점을 더욱 잘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해주었
을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Q7

교사로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혹시 창의성 교육을 받아본 적 있나요?
A 아니요, 저는 아직 그러한 수업을 받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저는 ‘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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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신간 도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팜플렛은 신문 형태로 되어있어서 친구들
의 흥미를 끌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점에서 표지를 보고
흥미 있는 책을 꺼내서 봤던 경험이 떠올랐고 이것을 여기에 적용했습니다. 표지를 보고 흥미가 생기면 열어볼 수 있게
만들고 표지 안에는 줄거리가 있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집단 면접 ]
Q1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의 관점에 대한 차이점

Q2

자신의 입장은 어떤지 발표
A 6번 토의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 관점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측면과 교육방법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처럼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마련되어있지만 만약 모든 수업이 이렇게 가상교사나 AI
로 대체된다면 아이들은 사회적 요소를 기르기 힘들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다’의 관점은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
회적 요소, 감정 이러한 부분도 중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몸이 안 좋아서 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선생님께서 ‘아프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학급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등 제가 다시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A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은 AI는 진정한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의성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곳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것 등 기본 생활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만약 가상교사가 공교육을 대체하게 된다면 개별화 수업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도 아이들은 배양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안에 전인교육도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6번 토의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서로의 발표에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5번 토의자께서 ‘AI와 교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
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습니다. 18분 동안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12분 동안 교수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제시문 1에 대해서 모든 토의자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때 1번 제시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당황했기 때문에 다른 토의자 분 의견을 합쳐서 이
야기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토의자들이 초등교사의 자질로서 공감,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과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그 예시로 초등학
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미술 심리 상담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러한 점은 심리상담사가 해도 적절할 것 같은데
AI가 지식적인 측면만 가르치고 상담은 심리 상담사가 하면 초등교사는 할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이에 대해
‘저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오전반이었는데 8시30분까지 입실해서 2시쯤에 끝났어요. 그만큼 대기시간이 길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대기 시간에 계속 도
우미 진주 교대생분들이 계속 질문해주시고 토크쇼도 해서 그나마 나았어요. 그리고 집단 면접 숙고시간에 내용도 구상하고 발표
지 작성도 해야 해서 바쁜 마음에 제시문을 다 활용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 면접절차 : 적성인성검사 → 개별면접 → 집단 면접
- 개별면접(10분) : 적성인성검사 한 강의실에서 대기, 앞중 이동 후 10분 대기하고 면접실로 이동, 면접관 3
명,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 질문형 면접
- 집단면접(50분) : 개별면접 후 전원이 대강의실로 모인 후 숙고실로 이동, 숙고실에서 15분간 제시문 분석,
발표 자료 만들기, 6명이 강의실로 이동해 토의식 면접(면접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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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개별면접]
Q 어제 저녁에 열심히 외운 것 있죠? 간단히 말해 보세요.
A 자기 소개함(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불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은 관리번호 —입니다. ~ 학생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교사~)
Q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A 세심함 관찰을 통해 성향 파악, 먼저 다가가 거리감 줄이기
Q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학업에 지장이 가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A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학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 잃는 것보다 배우고
얻은 게 더 많았다.
Q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배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요양원 봉사를 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 노령이신 분들이 많았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 듣는 부분도 있어서 소통
에 어려움이 있었음. 반복해서 듣고 동작 크게 하면서 극복. 어르신 말씀 속 지혜, 약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
Q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법이 있나요?
A 수학성적 관리, 자존감을 잃지 않고 부족한 점 파악, 보완하면서 극복
Q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나요?
A 중학교 3학년 때 시업실 날 같이 청소했던 친구, 장점을 먼저 보는 성격이라 청소에 대해 칭찬했더니 친해짐. 아는 친구
가 없어 어색했을 때 처음 다가가 사귄 친구라 기억에 남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자신의 교사관을 말함(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교사, 아이들도 교사를 보고 배울 것이므로 교사가 배려와 사
랑의 가치를 보인다면 성장해서 따뜻한 가치를 전달할 것임. 교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진주 교육대학교에서 배우고 싶음)
[집단 면접]
Q1

AI 발달에 따른 교사의 전망과 역할

- 면접관이 면접방식에 대해 안내 후 발표 순서를 어떻게 할지 질문: 1, 2번 학생이 차례로 손을 들어서 면접 번호 순으로 함.
- 6명 발표 후 토의 시작
- 토의 후 면접관 개별 질문: 토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실망스럽다. 6명 전원에게 질문할 테니 답하세요.
Q2

학교에서 교실 붕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교사의 역할을 정의적 측면에서 말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 개별 면접은 생기부, 자소서 바탕으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동기, 내용, 어려운 점, 극복, 좋았던 점, 배운점
위주로)
- 자신의 교사관을 생각해 보고, 교육적 시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면접에 도움이 됨
토론이 아닌 토의임을 기억하고 다른 토의자의 말을 경청, 공감하는 태도 중요
밝고 예의 바른 태도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 적인성검사(50‘) - 개별면접(10‘) - 집단면접(숙고15’+토의50‘)
※ 조에 따라서 개별 - 적인성 - 집단면접 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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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 오전 B조여서 8시 30분까지 입실. (1시 45분즈음에 마침.)
1. 적인성검사(50‘) : 평가에 영향 없습니다. 300문제 정도의 성격검사로 괜히 이상하게 하면 입학 후에 상담받을
수도 있다고 하므로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강의실에서 24명 정도가 함께 시험 치듯이 합니다.
2. 개별면접(10‘) : 교수3 : 학생1.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이지만, 일반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적인성검사 후 조금 대기하다가 4명씩 불려가서 개별면접 진행합니다. 개별면접 끝난 후에는
같은 조의 모든 학생들(거의 100명?)의 면접이 끝날 때 까지 대기합니다.(1시간 30분 정도 대기함.)
3. 집단면접(숙고15‘+토의50’) : 적인성검사 진행했던 비슷한 강의실에서 숙고합니다. 제시문 읽고, 주어진 3색
사인펜으로만 A3용지 크기(칸이 있어서 A3보다 조금 작음)의 발표지를 작성합니다(15분 이내). 발표지 작
성 후 개별면접 봤던 강의실로 이동해 50분간 토의합니다. 6명이 함께 들어가서 3분씩 돌아가며 발표 후
18분 동안 자유토의, 12분 동안 면접관 공통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 면접 분위기는 방마다(교수님마다) 다릅니다. 개별면접과 집단면접 봐주시는 교수님이 같습니다.
- 준비해온 자료는 9시부터 볼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끼리는 대화 절대 불가입니다. 간식도 챙겨갔지만, 먹을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한다면 아침은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 면접 들어가기 전후, 대기시간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면접 도우미 선배들이 긴장 풀어주셔서 면접장 자체는
매우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질문 및 답변
[적ㆍ인성검사(50‘)]
９시부터 시작했습니다. 평가에 영향 없으므로 솔직하게 했습니다. 50분이지만 저는 20분 정도만에 끝냈고, 다른 친구들도 30
분 정도만에 거의 끝내서 9시 40분쯤 걷었습니다.
[개별면접(10‘)]
대기하다가 10시 30분 넘어서 개별면접을 봤습니다. 개별 들어가기 전에도, 면접도우미 선배가 말 걸어주시고 대화하면서 긴장
풀어주십니다. 문은 면접도우미 선배가 대신 노크하고 열어주시니, 노크 필요 없이 들어가서 인사하면 됩니다. 교수님은 3분, 기
록관 1분이 뒤에 앉아계십니다.
A 안녕하십니까.
Q 네. 학생 수험번호 말씀해주시겠어요?
A 000000입니다.
Q 네. 이제 면접 시작할텐데 밖에서 무슨 생각 했어요?
A (웃으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Q (웃으며) 그럼 이젠 조금 생각을 하고,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 왜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요?
A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저의 가치를 알아봐주시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아 나도 저런 가르침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때는 중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습
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야 제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 남이 시
켜서 억지로 공부하는 잘못된 학습 습관으로 인해 공부에 흥미가 떨어진 모습을 보고, 기초 학습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배움을 즐겁고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초등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러면 왜 진주교대에 지원하셨나요?
A 네. 저는 진주교대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
고, 진주교대의 다양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다문화 국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다면, 후에 교사가 되었을 때 다문화가
정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 아이의 배경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꼭 참여해보고 싶어 이곳 진주교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본인이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은 도덕적 규범 같은 것이 있나요? 배려 등등
A 네. 저는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덕목을 가장 가르치고 싶습니다. 요 근래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회문
제는 이러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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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로 그러면 좋겠지만, 짝지끼리 서로를 싫어할 수도 있고,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
시겠어요?
A (완전히 예상 밖 질문이어서 무척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하고 답하느라 무척 버벅댔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버벅거리면서 말했습니다.)
Q 학급 내에 학생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요?
A 네. 저는 일단 ‘최대한 도둑을 빨리 잡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해야 함을 교육하고, 절도라 잘못된 위법 행위임을 인지적으로, 그리고 정의적으로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초등교사는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데, 본인이 학교생활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과목 있었나요? 무엇이었나요? (이때 면접관
3님 눈 처음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턱 괸 자세에서 벗어나셨습니다!)
A 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거의 모든 과목을 좋아했지만, 체육의 몇몇 종목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몇번 있었습니
다.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나 농구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잘 하지 못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에 좌절하는 것보다, 초등교사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끝까지 성취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노
력 덕분에 결국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러한 태도로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Q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어떤 봉사였는지 얘기해주시겠어요?
A 네. 저는 0000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
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봉사에 참여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아이들이 학습지도 활동에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즐겁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한 후, 수학을 가르칠 때는 공깃돌을 들고와서 ‘내가 1개, 너가
2개를 갖고 있으면 우리 둘 다 합쳐서 몇 개 가지고 있을까?’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
니다. 이렇게 하니, 아이들은 학습에 더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잃
었을 때, 교사가 해결을 위해 학생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문장으로 짧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A 네. 제가 초등교사의 꿈을 꾸게 해주셨던 초등학교 때 모든 선생님들이 모두 이곳 진주교육대학교 출신이셨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들처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 멋진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 면접이었지만, 봉사활동 질문을 제외하면 지원동기와 같은 일반 질문과 교직 소양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특히 진주교대 특성상, ‘왜 진주교대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매번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꼭 준비해가시
길 바랍니다. (다른 교대 어디 썼는지까지 물어본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 개별면접이 끝나면 강당 같은 곳에서 다같이 모여서 모든 B조 학생들이 개별면접을 다 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한 시간
조금 넘게 여기서 기다렸는데, 저는 딱 평균만큼 기다렸습니다. 개별면접이 먼저 끝나면 면접 후 대기가 길고, 나중에 끝난 친
구들은 면접 전 대기시간이 깁니다. 수험생끼리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기시간동안 앞에서 진주교대 선배님들이 계속
토크쇼같이 말하시는데 엄청 웃겨서 웃다가 긴장 다 풀렸습니다. 11시 40분쯤 집단숙고실로 이동했습니다.
[집단면접(숙고15‘+토의50’)]
숙고실은 적인성검사한 강의실과 비슷합니다. 숙고실에서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12시 20분에 숙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었
던 숙고실에는 시계가 있었고 면접도우미분이 5분, 3분, 1분 남았을 때 알려주셨지만, 시계가 없는 숙고실도 있었다고 하니 손목
시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2번 지문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며 교육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결국 교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
다. 3번 지문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을 제시하며, 초등교사는 살아남을 직업 26위라고 되어있었습니다.
Q1

제시문에서 교육 및 교사의 미래 전망이 다른 까닭이 무엇인가?

Q2

본인은 교사라는 직업이 존속 가능하다고 보는가? 근거를 들어 말하시오.

숙고 끝나고 작성한 발표지만 들고(보이지 않게 접어서) 면접실로 이동했고, 짧은 대기 시간에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화
장실 너무 급해서 다녀왔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 급한 불이 꺼지니 긴장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발표는 6명 중 손 들어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한 발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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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번 발표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였던 교사의 미래 전망에 대한
제시문의 의견이 다른 까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의 역할을 보는 관
점에 따라서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을 단지
지식 전달이라고 본다면, 저는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지식 수준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따
라서 교사의 역할을 그저 지식 전달으로 본다면, 교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아이들의 모든 면을 전면적, 조화적으로 교육
하는 전인교육으로 본다면, 교사는 쉽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점은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 2번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의 역할이 앞서 말했던 전인교육
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일단 지
식 전달이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화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그뿐만은 아닙니다. 교사는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
다. 또한 창의성교육을 실천하는 것 또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창의성교육이 학생의 개개인의 개성을 파악하고, 그것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공지능보다도 인간 교사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으로 3번 발표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분 사이로 적당히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면접관2님께서 앞으로 박수는 모든 발표가 다 끝나고 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접실에는 각 책상 위에 친구들의 발표와 토의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종이 여러 장과 볼펜이 있습니다. 나올 때는 발표지와 메
모한 것 모두 놓고 몸만 나옵니다. 토의는 18분, 교수님 질문이 12분 정도였습니다. 토의에서 말은 적당히 했던 것 같은데, 질문
은 안하고 맞장구만 치고 있으니 면접관2분께서 질문 안한 3명(저 포함)을 콕 집어서 질문할 것 있으면 하라고 하셨고, 대충 아
무 질문이나 했습니다.^^(여기서 토의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친구에게 질문한다면 사회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신
이 없어서 아무에게나 질문했습니다.)
끝날 때쯤 되서 면접관2님께서 "남은 토의는 내년 3월에 다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교수님 질문과 제 답변입니다.
Q (갑자기 노래를 들려주심. 노래가 끝난 후) 이 곡은 AI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외에도 창조, 공감대 형성 등의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분야에도 AI가 들어와 30년 내에는 인간보다 이러한 분야에서도 AI가 더 뛰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면접실마다 질문이 달랐다고 합니다.)
A 저는 AI가 창조, 공감대 형성 분야에서도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쾌한 골짜기’라
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쾌한 골짜기란, 인간과 너~무 닮아 있는 기계를 보고 사람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입
니다. 저는 학생들이 기계를 대할 때도 이러한 감정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기계에 대한 불쾌한 골짜기와
같은 감정 때문에 쉽게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이 조금 긴 편이었는데, 한 친구가 너무 길게 답변하니 중간에 끊으셨습니다. 면접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내외면 충분합니다.^^)
다 끝나면 이제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받고 모두 설문지 작성(익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면
(일괄퇴실), 학부모님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님 잘 찾아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 면접 순서는 교수님이 먼저하실 분? 이렇게 말하셔서 손 들었고, 그런 식으로 순서 다 정했습니다. 뒤에 하면 자신이 발표할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앞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먼저 발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발표지에 글씨를 작게 쓰면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거리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면접관이고 같이 토의하는 친구들이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글씨와 목소리는 크게 해서 나쁠 일 하나도 없습니다.
- 발표할 때 3분 이내로 해야 하고, 1분 남았을 때 알려주십니다. 면접관 보고 발표하시면 안되고, 무조건 친구 보고 발표해야
합니다.(저희는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 사회성도 평가하기 때문에 공감과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 발표, 발언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발언할 타이밍을 잡
기 힘들다면 “0번 토의자의 ~~한 의견에 ~~해서 동의합니다.”라는 식으로 맞장구라도 쳐주면 됩니다.
- 숙고 15분동안, 발표지만 쓰지 마시고, 발표 어떻게 할지도 다 생각해야 합니다! 발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 848 -

∙ 진주교육대 ∙

기타 유의사항
- A조인지 B조인지는 면접날 아침에 앞에 서계신 면접도우미 분들이 안내해주십니다.
- 물은 지급하고, 들어가면 봉투 나눠주고 전자기기 모두 걷습니다.
- 9시 이후로는 준비해온 자료를 볼 수 없고, 수험생끼리 대화할 수 없습니다. 대신 면접도우미와는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우미 선배님들께서 말 걸어주시고 대화하며 긴장 많이 풀어주셔서, 면접장 자체는 매우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 대기시간이 정말 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시간이 거의 6시간에 육박했습니다.(8시 30분까지 입실~1시 45분) 그만큼 진주
교대 면접은 체력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닌 이상 아침은 먹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집단면접 숙고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이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갔다 오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면접 시간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중간에 신호가 오면 힘들어집니다.
- 진주교대 홈페이지에 있는 면접 안내 동영상을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전

형

지역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적인성검사(50분) : 합격여부랑은 상관없는 그냥 검사입니다.→ 개별면접(10분)→ 집단면접 숙고시간(15분): 제
시문과 질문지 보고 발표자료 만들기→ 집단면접(50분): 6명이 한 조, 한 명 당 3분씩 발표, 수험생 서로 질
문, 교수님 질문 (전체적인 면접 순서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절차 진행되는 동안은 수험생 간의 대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것 같아도
대기시간에는 재학생분들께서 많이 얘기해주십니다. 노래도 틀어주셔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큰
대기실에서만 공부할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설명만 듣고 떠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 자료도 못
봅니다. 그냥 그동안 긴장 풀면 될 거에요.

질문 및 답변
[ 개별면접 ]
Q 교수님 : 오늘 왔죠? (지역인재 선발이라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A 아 아니요. 어제 왔습니다.
Q 교수님 : 아 그래요. 그러면 진주교대는 처음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Q 교수님 : (놀라시면서) 아 진짜 처음 왔어요?
A 네. 오늘 진주교대 처음 왔습니다. (두 번이나 물어 보시길래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긴장 풀라고 이런저런
얘기 조금 해주셨네요.)
Q 질문 : 무슨 질문 할 것 같아요?
A (이런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 못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봉사활동 관련된 질문 하실 것 같습니다.
+) 어떤 봉사활동 했나요?
A 지역봉사데이 프로그램도 했고 지역도서관에서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 지역도서관 봉사활동 하면서 느끼거나 배운 점 있어요?
A 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실성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꾸준히 지역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
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책임감을 길렀습니다.
+) 그러면 봉사활동 하면서 기억나는 아이 있나요?
A 지역도서관에 꾸준히 봉사활동 하면서 저와 친해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종종 책을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직접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기호 보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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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잘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 가르쳐주었습니다. 결국, 몇 달 후에는 그 아이가 직
접 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도서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800번대는 어떤 책인지 알고 있나요?
A 800번대는 문학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 차 물어보신 것 같네요.)
Q 혹시 부모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부르는 애칭이 있나요?
A 아니요.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는 애칭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애정을 담아서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 그러면 친구들이 자신을 불러주는 애칭이 있나요?
A 친구들은 저를 거북이라고 부릅니다. 일의 처리하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꼼꼼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내어서 저를
거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건 친구들이 진짜 부르는 별명이 아니에요. 두 번 물어보신 것은 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Q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고 모두 수행평가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그런데 이로 인해 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
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네. 알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로 모든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학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험을 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의 내실화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면 학력이 오
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사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
행평가를 통해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실화로 수행평가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교사에게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내심을 가지고 했던 활동이 있나요?
A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도서관에 친한 아이에게 청구기호를 가르쳐주었던 활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
간에 친구와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 과제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책임
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Q 만약에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어요. 학교폭력 가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라고 말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A 차분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엄청 횡설수설했습니다. 제일
빈약했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학교폭력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할 줄은 몰랐네요. 그리
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수님이랑 면접한 저희 조원들은 다 받은 질문이더라고요.)
Q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예체능 중에서 자신이 자신 있는 것 하나랑 자신 없는 것 하나랑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A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체육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에 자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상대적으로 자신이 없는 것은 미술입니
다. 간단한 것은 그릴 수 있지만, 자세한 묘사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주교육대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실현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진주교육대학교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싶습니다.
[ 집단면접 ]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시문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제시문: 1) 미국의 어떤 교수는 교육 시스템이 미래에는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해 정부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줄일 것이고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2) AI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초등교사는 줄고 인터넷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조사를 한 결과,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는 엔지니어, 기술가 등이 있었고, 미래에도 남을 직업에는 화가, 작가 등이
있었다. 그 중 교사는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 26위였다.
Q1

교육과 교사를 바라보는 미래의 전망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Q2

초등교사가 미래에도 존속 가능한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 이유와 함께 정리하시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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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교육과 교사를 바라보는 미래의 전망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지식 제공에 초점을 둔 관점은 미래에 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미래에도 교사가 존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교사가 미래에도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는
교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둘째,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AI는 지식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교육은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친구들 발표 보고, 저
출산과 고령화로도 잘 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제야 했네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질문하고 발표하면 됩니다. 저희는 한 사람당 돌아가면서 질문 서로 하나씩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는
질문하기만 하고 받은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Q 제시문이랑 관련될지도 모르겠는데, 교육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술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A라는
검색어를 치면 A와 관련된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학생들은 각기 다릅
니다. 다른 능력을 지닌 아이들에게 인터넷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처럼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
성교육 면에서도 그 학생의 배경과 환경을 고려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명 중에서 4명
은 예술, 2명은 기술이라고 답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희 팀만 그랬던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저는 그래도 면접이 중간에서 조금 뒷번호
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개별면접 끝나고 집단면접 가기 전에 모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일 처음에 면접 보신
분들은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플 것 같으면 과자 가지고 가도 괜찮은데, 사실 긴장해서 그런 거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진주교대는 원래 추가 질문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연습할 때 한 질문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연습해보는 것
도 좋을 듯합니다. 물론 다양한 부분으로도 연습하면 좋습니다.

전

형

특수교육대상자

지 원 학 과

초등교육학과

면 접 방 법

3명의 면접관과 1대1로 10분 동안 생기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며 적성ㆍ인성검사와 6명의 다른 학생
들과 토의를 하는 집단 면접방식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됨.

질문 및 답변
Q 진주교대 와보니까 어때요?
A 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와 인터넷에서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너무나도 웅장
한 느낌을 받았고 진주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부설초등학교에서 한 번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Q 언제부터 교사라는 꿈을 확신했어요?
A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화시간에 ‘1일 교사활동’을 하며 교사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교사라는 직업이 단지 지식을 전
달할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 또한 많을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매력을 느껴 꿈꾸고 교사가 되겠다고 확신하
게 되었습니다.
Q 진주교대에 진학한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어요?
A 진주교육대학교에 진학한다면 심화과정으로 제가 좋아하는 학과목 중 하나인 수학을 선택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수학지식 전
달력을 배워 앞으로 교사가 되어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Q 교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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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교사의 자질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리더십, 책임감,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리더
십은 교사가 되면 다양한 유형의 반을 맡을 수 있지만 그 반이 모범적이거나 산만하던 간에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책임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자신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개념과 이론을 숙
지해야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함은 교사가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일찍
나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교사의 자질에는 리더십, 책임감,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체육활동에 있어서 좋아하는 활동이 있나요?
A 학교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며 좋아하는 운동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를 가장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면 친구들
과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하는 과정에서 친밀감 또한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기에 다양한 체육활동 중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A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12년간의 긴 시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습방식으로 값진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이
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다져 진주교육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초등교사가 되
도록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이 준비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 들어올 수 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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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CHA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공학과

면 접 방 법

자소서,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간단하게와 우리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

Q2

그 중 우리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

Q3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은?

Q4

신약개발자라는 꿈을 갖게 된 이유?

Q5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한 활동과 그 이유?

Q6

많은 자가면역 질환의 약들을 찾아 봤을건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Q7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말

기타 유의사항
Q6번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 당황하였지만 솔직하게 영어로 된 긴 이름의 약이 떠오르는데 긴장이 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함. 사실 크게 긴장하지 않았는데 교수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긴장 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주심. 그리고 면
접 끝나고 가장 찜찜했던 점이 한 교수님께서 ‘학생은 우리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도 원하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
아요.’라고 말씀 하셔서 떨어진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격 통보를 받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래도 저는 이 학교에서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음.

전

형

학생부종합(CHA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바이오공학과

면 접 방 법

정해진 시간 까지 기본대기실 입실 후 나중에 일괄적으로 면접대기실 이동
신분 확인 및 전자기기 수거 후 가번호 스티커 지급받고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실에서 교수님 두 분이랑 2:1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소요시간은 8분 정도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학과지원동기 말해볼까요?
A 안녕하십니까, 마라토너같은 지원자 가번호 26번입니다. 마라토너는 완주점 통과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저 또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감에 있어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이
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에 입학하여서도 저의 이런 점을 활용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나 치료기술 개발하기
라는 저의 목표에 다가가고자 학업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BIO
CRP에 참여하여 탐구력과 소통력을 길러 이를 갖춘 연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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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 CRP를 어떻게 알지?
A 학교랑 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BIO CRP 약자가 뭔지 알고 있어요?
A 그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 그러면 뭐 하는 건지는 알아요?
A 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들 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1 담임교수제도랑, 교수실 앞에 면담신청하면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다
는 제도도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Q2

책 되게 많이 읽었네요, 가장기억에 남는 책은?
A 저는 김은기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토크 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은 바이오기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건
강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읽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생명공학 기
술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의 몸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 관련된 분야가 눈에 더 들어오게
되어서 연구원이 되어 암이나 뇌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Q3

성적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까지 하락세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특별한 일이 있었다기 보다는 제가 특히 학년 올라갈수록 수학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학년 때는 문제 많이 풀어보
는 게 도움이 되었는데~

(여기서 교수님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 봤어요 괜찮아요”라고 하셨어요)
Q4

상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대회 있나요?
A 저는 매년 제가 참여했던 과제연구가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서도 2학년 때 참여했던 과제연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진로가 연구원인 만큼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실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실패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생님께 자문도 구해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실험 조건 설정을
일정하게 하지 못해 결과 값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연구원이 되었을 때도
통제변인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는 걸 중요시 여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5

나중에 졸업 하고 뭐하고 싶어요?
A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학위를 따서 교수를 해보고 싶
은 생각도 있습니다.

+) 그럼 어떤 연구원, 어떤 교수가 되고 싶어요?
A 연구원이 된다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나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고 싶고, 교수가 된다면 학생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제가 그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수
가 되고 싶습니다.
Q6

자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A 저는 다른 친구들 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철저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
전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발전시킨다면 제가 연구원이
되어 연구를 진행할 때도 꼼꼼하게 수행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럼 그 반대는?
A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주변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여기 까지 말하고 교수님이 “그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다음질문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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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줄기세포 말고 또 관심 있는 거 있어요?
A 면역학 쪽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줄기세포랑 면역 말고도 생명 관련해서는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Q8

자가지방줄기세포 이용해서 무릎관절염 치료 이야기 한 거 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A 자가지방 줄기세포는 우선 환자 몸에서 얻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환
자의 둔부로부터 지방조직을 얻고, 여기서 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안전검사 과정을 거쳐 환자에게 도포하거나 주입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인공관절 수술과는 달리 수술 후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이 친절하신 편이라 크게 긴장 안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위치가 멀다보니 교통편 잘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형

학생부종합(CHA학생부종합)

지 원 학 과

스포츠의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관 2명 / ￭ 8분 ~ 10분 /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Q2

그 꿈을 가진 계기(재활 및 카운슬러) / 심리학과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

Q3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어떤 걸 했는가?

Q4

지금 현재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말해보시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수시 6개는 동일 계열로 지원했는가?

기타 유의사항
교복 착용하지 않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가치관을 확실히 하기

전

형

학생부종합(CHA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2 학생1 형식 / 10분동안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Q2

5년, 10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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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광고회사에서 열심히 광고를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광고를 만들고 싶어서 이쪽으로 꿈을 키워왔고 어
느 정도 성장한 상태가 된 광고기획자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Q3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은데 굳이 의료홍보미디어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A 차의과학대학교는 유일하게 의과학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와 의과학 지식을 겸비한
특별한 광고기획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4

자신이 잘하는 과목은?
A 수학을 좋아합니다. 노력 대비 성적이 많이 오른 과목이었고 많은 암기를 필요로 하기 보다는 어떻게 자신이 가진 지식
을 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그 응용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Q5

학교에서 생각하는 우리학교 인지도는?
A 저희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Q6

어떤 광고를 만들고 싶은지?
A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Q7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학교 활동은?
A CHA영상제라는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영상수업을 듣고 공모전에 많이 참가하고 싶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할말
A 오랫동안 광고에 관심을 가져왔던 만큼 그 누구보다 이 학과에서 열심히 활동할 자신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홍보학과라
는 국내 유일한 학과를 나오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메리트 있는 광고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장애인에 대한
광고를 많이 만들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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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PRISM전형)
기계공학과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저는 평소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해보며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과학 잡지나 기
사를 찾아보게 되면서 기계공학을 접하게 되었고 흥미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사물을 논리
적으로 다루고 세부사항과 응용을 객관적으로 시도하는 성격유형인 ISTP가 나오면서 이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
다. 저는 공장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자율 주행을 통해 무인 수송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기계와
수송 분야에 연계하여 제조부터 수송까지 한번에 처리하여 하루만에 물건이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Q2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수학, 과학 성적이 많이 떨어진 이유
A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 가셔셔 2학기까지 가장으로써 일을 하게 되었고 틈틈이 공부를 하였지만 중요한 시기에 뒤처
지다 보니 3학년 때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꾸준히 전공 관련된 책을 읽고 기초 과목 공부도 하면서 대학
공부에는 지장이 없도록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 시련을 겪고 느낀 점
A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일을 해나감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
니다. 또한 나중에 힘든 시련이 있을 때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Q3

자신이 읽었던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
A 저는 폰더 씨의 실천하는 하루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 개념을 암기하여 문제를 푸는 저의 공부방식의 한
계가 드러나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 책을 읽게 되었고 7가지 결단 중에 하나인 책임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수정해감으로써 도전을 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안정을 추구하고 도전에 회의적이던 생각을 바꾸어야겠다
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물리 교내경시 대회에 지원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저만의 공부법을 찾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4

충남대 기계공학과를 찾아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
A 기계동아리인 CREAT에서 배우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은 미래에 창업 교육이나 창업 활동에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5

학업계획 중 독일유학 내용에 관하여 독일을 가는 이유와 독일어 공부 방법
A 독일은 지멘스, 보쉬, 콘티넨탈과 같이 기계관련 강소기업이 많고 기술자들을 우대해주는 국가로써 더 심화적인 공부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독일어 공부를 위해 방학마다 서울이나 부산의 괴테하우스에 가서 공
부 할 것입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주변에 친구들이 상처받을까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하지
만 저는 책임감이 강하여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룹 활동을 하면서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조원의 말에도 귀 기울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되 실행은 빠르게 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이지만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장기
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장점을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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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PRISM전형)

지 원 학 과

무역학과

면 접 방 법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이름 호명하면 다른 대기실로 이동하고 전 면접자가 나오면 면접실로 들어감. / 2대1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안녕하십니까. 제 2의 누군가가 아닌 제 1의 나로 성장하고 싶은 000입니다. 작년까지 저의 하루는 뉴스로 마무리되고
는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남북협상, 미중 무역전쟁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이슈가 나온 해 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자
연스럽게 무역에 관심이 갔고 막연하게 무역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굿뉴스코에서
주최한 세계문화 페스티벌에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자원봉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추천해준 책을 읽고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2

충남대학교에 지원한 이유
A 진로시간에 선생님께서 여러 대학교의 홍보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세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고 홍보영상 마지막에 최고의 학생을 더욱 크게 성장시킵니다. 라는 말처럼
저 역시 이 대학에서 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Q3

PRISM전형의 뜻
A Passion, responsibility, intelligence, sincerity, matching 이 다섯 가지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전형으로 알고 있습
니다.

Q4

위 다섯 가지 중 나에게 적합한 것
A 저는 sincerity, 진정성을 뽑고 싶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공정무역을 통해 더 많은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고 뿐만 아니라 1학년 때 또래상담원으로 배려와 공감능력을 길렀고 2학년 때 총무부 차장, 2,3학년 때 체육부장으로
리더십을 길러 sincerity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Q5

충남대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나
A 제가 학교 커리큘럼을 봤었는데 국제 통상론 같이 무역과 관련된 과목뿐만 아니라 무역 중국어, 무역 일본어 같이 실무
와 관련한 것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6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나
A 네. 너무 가고 싶은 학교라서 자주 모니터링 했습니다.

Q7

무역학과와 관련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나
A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라오스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8

해외봉사 말고 무역과 관련한 것을 본적이 없나
A 제가 공정무역 쪽으로 가고자하기 때문에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Q9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충남대학교 커리큘럼
A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Q10 학창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A 저는 3학년 한 해 동안 활동한 골디락스 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골디락스 동아리는 한 학기동안 제품을 구상하
고 제작하고 홍보, 판매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 경영 동아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책임감을 갖고 임했고 제 의견에 관한 피드백을 들으며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서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급식실 앞에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있었던 일주일은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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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FTA란?
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 무역 협정을 뜻합니다. FTA를 맺음으로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사고팔 듯이 하고 시장이 확대됩니다.
Q12 우리나라에서 FTA가 중요한 이유
A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해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3 최근 FTA관련 기사
A 최근은 아니고 좀 옛날 것인데 한국이 미국과 FTA를 채결한다 했을 때 FTA를 맺으면 미국 곡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와야 하니까 우리나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반대하는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Q14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어 손해 본 것 같나
A 문제는 1차 산업 종사자의 피해였는데 제가 알기로 팔리지 않는 쌀은 정부에서 사들여 군대나 북한에 보내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대한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Q15 메가FTA를 알고 있나
A 아니요
Q16 RCEP는 알고 있나
A 아니요
Q17 학생이 가진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되는 강점이 있나
A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Q18 영어로 자기소개 해봐라
A ok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정유리 and my dream is to join fair trade organization...
Q19 대학 입학 전 남은 3개월이 되게 중요하다 무엇을 할 예정이냐
A 동아시아사 자유 주제 발표를 하며 대부분의 공정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한 기업당 한 나라의 농부들과 거래를 하고 있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을 찾아보고 그 기업이 터를 두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부전
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국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학교에 토익 스터디를 만들 계획입니다.
Q2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교수님. 저의 롤모델은 이태석 신부입니다. 울지 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아프리카의 톤즈라는 마을
에서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음악 같은 재능기부도 하셨습니다. 톤즈마을에서는 우는 것을 죽기보다 더한 수치로 여긴다
고 하는데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신 그날 톤즈마을 사람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 사람들에
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형

학생부종합(PRISM인재)

지 원 학 과

항공우주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시작 30분전부터 입실시작 후 대기실에서 모두 대기하면서 랜덤으로 면접실로 들어가서 약 10분 동안 면
접 실시, 처음에 면접 시 주의사항 설명해줌.

질문 및 답변
Q1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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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원동기에서 일론 머스크를 언급했기 때문에)

Q3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기한 내에 성공한다면 역사적인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데 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Q4

본인이 일론 머스크라면 지금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Q5

대한민국 청년의 80%이상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해놓은 해결책이 있다면?

Q6

본인의 수학과 영어 과목의 성적이 반비례하고 있는데 이유는?

Q7

벡터의 정의와 예시3가지 들어보고, 물리에서 일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물어보고 그이유 설명해주세요.

Q8

전교회장과 동아리부장을 했으면 리더쉽이 뛰어난 거 같은데 자기 자랑을 해보세요.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님 두 명이 계시는데 왼쪽 면접관님은 계속 웃어주셔서 분위기는 좋았다. 꼬리질문이 많았고, 의외로 마지막으로 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 같았다.

전

형

학생부종합(PRISM인재)

지 원 학 과

해양환경과학과

면 접 방 법

2 : 1 면접 / 면접시간 : 10분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Q2

해저호수의 생성원인 (자소서 2번)

Q3

지구온난화의 외적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소서 1번)

Q4

교외봉사가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Q5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

Q6

고등학교 시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상 하나

Q7

바다 속의 미세먼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Q8

성적이 상승곡선인데 그 이유가 있는지

Q9

해양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Q10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와 관련된 꼬리질문을 많이 함. 너무 심화된 내용까지 물어봐서 당황스러웠음. 자기 자소서의 내용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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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전형
수의학과

질문 및 답변
Q 수의학, 수의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수의학에 대해선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가 활동하는 분야를 네 가지로 나누고 각 분야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Q 우리학교에 왜 지원하였는가?
A 책<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를 읽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하는 꿈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하는 것은 다름아닌 수의학임을 이야기드린 후 충북대학교에 입학한 후의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Q 의사나 교수가 되고 싶지 않은가?
A 저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Q 리더가 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리더가 되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A 학교에서 수학UCC과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과제를 하면서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던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대답했
습니다.
Q 학교에서 수의학과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는가?
A 동물복지를 위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들어 제가 깨달은 점을 이
야기 드렸습니다.
Q 학교에서 감염병과 관련해서 활동한 적이 있는가? 어느 감염병에 관심이 많은가?
A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관심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지만 더 치명적인 질병이 많다는 것과 시중에
흔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된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연구하며 사람들과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다
고 대답했습니다.
Q 연구원이 되어서 계속 공부할 건가?
A 인수공통 감염병은 토착화된 것도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해외악성전염병도 많이 있으며 무엇보다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 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Q 실험동물에 대한 법을 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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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무은재학부

면 접 방 법

조별로 강의실에 들어가 대기. 대기 중에는 준비해온 자료 볼 수 있음. 번호는 알파벳(조)-숫자(순번)로 이루어
져 있고 조와 상관없이 번호순서대로 면접 들어감. 순번에 맞는 학생들 모아서 문제 풀이하는 장소로 이동. 이
동시간 포함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연필과 연습장 제공. 연습장은 면접실에 들고 들어갈 수 있음. 면접실에
들어가면 교수2(老 - 제시문 풀이, 少 -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학생1로 면접 진행. 의자와 교수 사이 거리
멀지 않음. 제시문은 서서 뒤에 있는 칠판 이용해서 설명해야 함.

질문 및 답변
[제시문]
Q1

60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두 차가 1k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두 차가 최소 50m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반대쪽 차가 있던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은?

Q2

원형의 포닉스 섬의 가장자리에 50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나는 드론이 0.2km 간격으로 늘어서 있음. 포닉스 섬은 최
대 높이가 4.9km인 섬임. (산의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음) 최소 시간으로 맞은 편에 있는 드론의 위치에 가는 방법과
시간은? 필요할 시 근사치로 계산 가능.
(조건 1) 평면상으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수직으로는 비스듬히 움직일 수 없음.
(조건 2) 드론 주위 0.1km 이내에 장애물(다른 드론 포함)이 있으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Q(교수) / A(본인)]]
Q (왼쪽의 나이든 남자 교수님) 1번부터 뒤에 있는 칠판 자유롭게 이용해서 설명해보게.
A 네. 우선 1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후 답변 기억 없음)
Q 자네가 말한 두 방법 중에 1번 방법은 차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면접 들어가기 전 잘못된 방법임을 인지했지만, 이
동 중에 까먹고 설명함)
A 아, 거리가 50m보다 가까워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죄송합니다.
Q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보게. 난 저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말이야.
A (잠시 생각한 후) 이 두 방법 외에 방법이 있다면~~ (이후 답변 역시 기억 없음)
Q 그래 그게 이 문제 정답이야. 이 문제는 정답이 있지만, 다음 문제는 그런 것 없이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니 잘 풀어봐.
A 그렇다면 이 문제에도 1번의 방법을 적용하여~~ (설명과 계산 동시 진행함)
Q 잠깐만, 거기서 시간을 더 줄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떠오르지 않음) 혹시 힌트를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원형의 드론 사이에는 0.1km의 거리가 있지?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나?
A 드론의 수를 줄이면… (떠오름) 아! 드론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래! 그럼 더 설명해보게.
A 드론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서~~ 그리고 최단 시간은 드론이 상승하는 높이와 평면상에 있는 드론의 간격 감소량이 같게
될 때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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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얼거리심) 상승 높이와 거리 감소량이 같을 때…? 알겠네. 앉게.
Q (오른쪽에 계시던 비교적 젊은 여자 교수님) 굳이 왜 포스텍을 선택했나요?
A 아 넵. 저는 포스텍이 지향하는 소수정예 교육을 선호해서 이곳에 지원했습니다. ~~
Q (왼쪽의 나이든 남자 교수님) 소수정예 교육의 단점도 있을 텐데?
A 물론 단점도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교육방식이 가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2개 정도 질문 더 받았고,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제시문 면접에서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바람에 생활기록
부 기반 면접은 3분 정도 진행한 것으로 기억함.)

기타 유의사항
- 면접 전에 신분증과 수험표로 본인 확인 후 이름표를 나누어주는데, 수험표를 챙겨가지 않았다면 수험번호를 말해주면 확인 가능함.
- 대강당에 조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고 조별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리선정 가능. 오전/오후 면접 구분 없이 진행되기에 조의
끝 순번(1n번)에 배치되면 4~5시가 되어서 마치게 됨. 앞 순번의 학생이 결시하면 번호와 상관없이 숫자 순서 그대로 진행하
고, 많으면 다섯 차례가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었음.
- 압박 면접의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 편하게 대해주심. 생각할 시간과 힌트도 거리낌 없이 제공해주
심. 뒤에 배치된 다과는 자유롭게 이용하면 됨. 화장실은 앞뒤로 계시는 담당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보내주심. 면접이 끝나면
개별 퇴소.
- 포스텍 유튜브 채널에서 면접방식 등 확인할 수 있고, 보고 가면 도움 됨.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무은재학부

면 접 방 법

대강당에서 전체 모임 -> 가수험번호 맨 앞 알파벳 따라 건물로 이동 -> 맨 끝 수험번호가 순서
제시문 보는 시간 17분, 면접시간 18분. 제시문은 준비된 강의실에서 보며, 한번에 13명식 들어갔음.(장소마다
다름, 전자공학과 건물의 경우) 제시문을 다 보면 바깥 감독관에게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실이 있
는 층으로 이동, 잠깐 대기 후 면접실에 들어감.

질문 및 답변
[ 제시문 ]
Q1

두 차가 1km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차는 50km/h의 속도로 달리며, 서로의 위치에 도착하고자 한다. 두 차
간의 거리는 최소한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

Q2

포닉스 섬(포닉스는 포스텍의 심볼)을 드론으로 탐사하려 한다. 드론은 상하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상
하로 움직일 때는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없으며, 상하로 움직이지 않을 때만 전후좌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즉, 대각
선 방향으로 상승/하강할 수 없다) 포닉스 섬은 반지름 20km의 원형이며, 다양한 높이의 산이 있고, 가장 높은 산의 높
이는 4.9km이다. 628대의 드론이 포닉스 섬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고, 각 드론은 섬의 반대편까지 갈려
고 한다. 각 드론은 서로간의 거리와 지형물과의 거리를 최소한 0.1k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
야 가장 빠르게 탐사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계산하시오.(단, 모든 드론은 60km/h의 속도로 날며, 모든 드론은 동시에
출발한다. 필요시 근사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와요. 오래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물 좀 필요한가요?
네 저 한 컵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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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시문 풀어 왔죠?
A 네. 화이트 보드에 할까요?
Q 아뇨 뭐 종이에 해도 좋고.
A 그럼 종이 한 장만 주십시오. (문제 상황을 종이에 그리고)1번의 경우 최소한 50m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두 차가 그냥 마주보고 온다면 가운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25m의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원 위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거리가 50m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에 가장 빠르게 도달해야 하는데,
저는 그 경로로써 (시작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접선 4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Q 네 좋습니다. 그럼 2번 한 번 볼까요?
A 2번의 경우 각 드론이 0.1k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섬의 옆면을 그리면서) 일단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드
론을 5km 띄웁니다. 그리고... (섬 그리면서)제시문에 있는 근사라는 단어와 왜 하필 드론이 628개일까를 생각해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3.14로 근사한다면 처음 위치에서 각 드론 간의 거리는 0.2km가 됩니다. 이때, 섬의 중
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0km의 원을 그리게 된다면 이 원 위에 드론이 모일 때 드론 간의 거리가 0.1km가 됩니
다. 여기서 각 드론이 반바퀴 만큼 돈 뒤 다시 직진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걸리는 총 시간은
5+10+10  +10+5=30+10  ≈ 61.4km가 되고... 시간은... 1시간 1.4분이 됩니다.
Q 좋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이 많겠죠?
A 네 그럴 거 같습니다.
Q 고도차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A 처음 생각할 때 하나가 올라오고, 먼저 올라온 드론이 그 드론 위를 지나치고 나서 지나가는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계산도 어렵고 드론이 너무 많습니다.
Q 그죠. 개별 드론 하기에는 좀 많죠. 그럼, 두 층으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A 네? ...아 5km와 5.1km로 나눠서 하면...
Q 그렇죠.
A 그러면 각 드론에 번호를 매겨서 홀수 번호를 100m 더 위로 올리면 더 짧아질 거 같습니다.
Q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중얼중얼) 5.1km 15km 5  15km 5.1 ... 56.7분이 됩니다!
Q 원의 반지름이 5km가 되나요?
A 네...?(틀린 줄 알고 당황)
Q 비례식으로 직관적으로 한 거 같네요
A 아 네 그렇습니다.
Q 그럼 1번 풀이를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A (생각하다가) 계산은 안 될 거 같습니다만 조금 더 짧아집니다.
Q 그렇죠? 그럼 계속 고도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A 너무 높이 올라간다면 오르고 내려가는 시간이 증가해 오히려 시간이 증가합니다.
Q 그렇다면 그 층을 나누는 것과 고도 사이에 어떤 적당한 최적점이 있겠네요?
A 네 그럴 것 같습니다.
Q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이 많겠죠?
A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교수님과 면접
Q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아 네 제가 2학년때 도금 실험을 하면서 은이 달라붙는 것도 신기하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금이 좀
더럽...지저분하게 되서 좀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 또 제가 만년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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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찾다 보니 알루미늄 같은 거를 진공에서 기체 상태로 날려 도금하는 진공 도금법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 도금법이 반도체랑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삼성반도체나 뭐 그런 사이트
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이쪽에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자료 보니까 뭐 테이핑(약간 발음실수함)
같은거 부터 해서 엄청 다양한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올해 여름에 그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보고 그 자료 찾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관련 동향분석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수출 규제 소재 중에 그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아예 안돼있고, (플루오르화 수소 말할려 했는데 백지화됨) 웨이퍼... 같은 경우에
도 국산화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안남) 그래서 목표를 반도체 소자 쪽 연구... 이쪽으로 / 네
Q 음 그럼, 교과 관련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과 외에 본인이 유의미하다고 느꼈던 활동이 있나요?
A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축제 반별 경연 대회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그렇게 막 공부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냥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그 습관이 남아서... 또 내신 중
요하다고 막 그래서 거의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또 제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
금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 준비를 하면서 춤을 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춤 잘 출 몸은
아니잖습니까? (웃음) 잘 못하기도 하고 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 쟤도 못하는게 있구나’ 하고 도
와주고,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후로는 더 열심히 놀았...! 아 놀았습니다가 아니고...
Q 병행을
A 아 그렇습니다.
Q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텍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었나요?
A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포스테키안 잡지를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공계대탐험 캠프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입학사정관님의 입학설명회도 가서 듣고 하면서 얻었습니다.
(이공계 대탐험 캠프로 물었는데 구체적 질문이 생각안남)
A 포스텍 캠프 오는 시기가 2학년 1학기 끝나고 잖습니까. 제가 사실 1학년 때부터 목표가 내신 1.0 한번 찍는 거였는데,
2학년 1학기때 찍으니까 일종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필이 손에 안 잡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캠프를 통해서, 진짜 꿈에서나, 그러니까 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뤘을 때 내가 있을 그런 상상의 실험실을 실제로 보고 또
학과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동기부여를 얻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Q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된 거네요?
A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Q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 제가 2학년 때 캠프로 오고, 올해 여기 다시 오니까 되게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 저번에 유니스트 갔을 때
는 좀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3월에, 학생으로서 이곳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Q 네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타 학교와 다르게 학생들 긴장을 풀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좋았음. 11시 소집에 면접이 12시부터 5시까
지 진행되는데, 밥은 없지만 사탕, 젤리, 음료수, 빵, 초콜릿 등등 다양하게 먹을 것이 많아서 크게 배고프지 않았음. 면접 순서에
따라 언제 제시문을 보고 언제 면접 보는지를 앞쪽에 스크린으로 보여줌. 지금 보는 거 안 나온다, 기본 실력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중간 중간 하기도 하며 긴장을 열심히 풀어주심. 그래서 그런지 면접자들이 많이 잠.(1/3이상 자는 것 같음) 감독
관님이 중간에 지나가던 재학생 하나 잡아와서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기도 했었고, 출장 갔다 오신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와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럼. 자소서 보던 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넋 놓고 듣고 있다가 제시문 보러 가서 불안했음.
- 면접실이 교수님 연구실인 것 같음. 문 옆에 교수님 성함이 붙어있었음. 면접실이 매우 작음. 들어가면 그냥 일반 집 방만한
크기에 4인식탁 만한 책상이 있고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이 앉아계심. 화이트보드가 있긴 하나 너무 가까워 화이트보드를 쓰기에
도 좀 애매한 거리.
- 제시문 면접은 교수님이 담당하셨고, 생기부 면접은 입학사정관님이 담당하셨는데, 교수님이 뭐라 뭐라 적는 게 보이지만 뭔
글잔지는 모르겠음. 올해 초에 입학사정관님이 학교에 오셔서 입학설명회를 했었는데, 끝날 때 즈음에 되서 ‘면접에서 만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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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 그랬는데 진짜 만나버렸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은 일부러 한 것 같다. 만약 입학설명회에서 사람이 적다면 열심히 듣고
호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혹시 모르니까.

전

형

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무은재학부

면 접 방 법

1. 무은재 기념관에 가서 등록한다.
2. 강당으로 집합, 조별로 나누어서 앉는다.(한 조당 104명 정도)
3. 조별로 대기장소로 이동. 대기실에서 면접 보기 전까지 자기가 가져온 자료를 읽을 수 있다.
4. 시간 되면 제시문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약 8명이 동시에 이동한다.
5. 제시문 약 20분 보고 면접 장소로 이동, 2:1 면접이었고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제시문 풀이한 후 잠재력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제시문]
문제 (2문제였는데 하나는 가벼운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문제였음.)
Q1

자동차가 최대 시속이 60㎞(확실치 않음)이고 서로 반대 위치로 가야함.(1은 2의 위치로, 2는 1의 위치로) 이 두 지점 사
이의 거리가 1㎞이고 최소 50m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1

A

Q2

1㎞

2

1

2

50m

지름이 40㎞인 섬이 있다. 섬 둘레에 628대의 드론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고 섬 안에는 여러 개의 산이 있는데, 가장 높
은 산이 해발고도가 4.9㎞이다. 한 드론은 다른 드론이나 지형물과 간격이 0.1㎞는 있어야 한고, 이착륙 시는 상관없다.
드론들이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간도 구하시오. (최대 시속 60㎞)
A 일단 5㎞ 위로 올라간 후, (답변1)처럼 이동한다.
산
드론

드론

40 km

드론

드론

근데 틀린 답임. 드론들끼리 부딪혀도 안 됨. 면접관님께서 힌트 주셨는데 적용을 못함.
[잠재력 면접]
Q1

꿈이 뭐에요?
A 생리학자

Q2

생리학이 뭐에요?
A 생체 메커니즘이나 생물의 기능을 연구하고 보건 및 환경에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Q3

우리 학교에 생리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실까요?
A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Q4

그거 하러 우리 학교 지원한 거 아니에요?
A 네, 생명공학 센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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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생리학자면,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건데, 과학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을까요?
A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호기심을 갖고, 그걸 확장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저는 다른 여러 분야도 좋아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한다고 해서 생명과학만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다른
분야도 두루 좋아합니다.

Q7

내가 왜 이 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A (당황)(동문서답)(타임오버)

Q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랑, 갖고 있는 장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에요.

기타 유의사항
* 포스텍 면접 편하기로 유명하던데 그렇게 안 편하니까 적당히 긴장하는 게 좋음.
* 면접실은 되게 더우니까 대기실에서 면접실 가기 전에 외투는 벗고 가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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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우수자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수학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 학생 = 3 : 1 / 제시문 기반 면접 및 제출 서류

질문 및 답변
[ 제시문 기반 ]
Q 구, 원기둥부터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모형 20개가 담긴 상자가 있다.
1반 학생들에게는 위의 모형들을 보여주며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5가지를 고르도록 한다.
2반 학생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모형 5가지를 고르게 한 후 그를 이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도록 한다.
3반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함을 알려준 후 5가지 모형을 고르도록 한다.
+) 1. 가장 창의적인 결과가 많이 나온 반은 어느 반이라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위에서 고려한 사항 말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제출서류 기반 ]
Q1

위에서 제시한 방법(제시문 2번 문항)이 수학수업에서도 가능할까?

Q2

실제로 그런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Q3

멘토 멘티 활동을 한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Q4

왜 한국교원대학교이고 수학교육과인가?

전

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우수자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역사교육과

면 접 방 법

10분 제시문 답변 -> 3분 제시문 발표 -> 4~7분간 개방형질문

질문 및 답변
[ 제시문 ]
Q1

시대나 사회에 따라 중시되는 내용이 변화되면서 교육 내용이 변화되면서 교육 내용이 변화하는 게 옳은 걸까요? 변화한
다면 교육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을까요? 자신은 교육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학교는 사회화를 위해 만든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환 기관인 만큼 교사는 학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사회화와
자아실현을 위해 도움을 줘야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 있지만 시대나 새회에 따라 됴육
내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교육의 본질
은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 학교 밖,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변
화한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시되는 교육내용이 변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Q2

지금 사회에 중시되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A 공감교육이 중요하가고 생각한다 공감의 의미를 2가지로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간의 공감,
두 번째는 학생이 세계와 공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티즌십을 함양하는 것이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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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
Q1

교원대 지원동기

Q2

전공과 관련되어 열심히 한 활동
A 수요 집회 동아리활동에 이어서 서울답사까지 감

Q3

전공 말고 집중한 활동
A 학생회 활동, 학습정보부 차장 부장, 교사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고 타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음

Q4

자신이 역사 교사로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점
A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역사를 교육하고 학생들 스스로 해석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등등

Q5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우수자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지리교육과

면 접 방 법

지시문 기반 면접 : 지시문을 보고 8분동안 답변을 정리함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8분간 질의 응답 (제시문에 대한 발표 -> 개방형 면접)

질문 및 답변
<제시문을 보고 5분 동안 준비 후 3분 연습 시간을 가짐>
면접장에 들어가면 준비된 대로 시작하라고 하심
Q1

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할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할까?
A 변해야한다고 대답함. 상황 맥락에 맞는 매뉴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들이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도 변해야 한다.

+) 1. 현재 우리나라가 중시해야하는 교육 측면은 무엇이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는?
A 기계와 친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외되고 뒤처지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도 중요하다. 학업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만큼
학생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이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교육해야 한다.
+) 2. 지리교육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면?
A GIS,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Q2

실생활에서 지리 이론을 적용해본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A 인근에 분식점이 생겼는데 <최소 요구치 & 재화의 도달범위>와 연관 지어 생각해봤다.

Q3

기억에 남는 지리 관련 책이 있다면?
A ‘개성공단 사람들’ 이라는 책에 대해 설명함

Q4

교원대 지원동기?
A 교원 양성 &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 &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3년 간의 노력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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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전

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우수자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1. 면접구상실에서 7분 동안 답변 준비
2. 면접실에서 면접관 세 분 앞에서 7분 동안 질의응답

질문 및 답변
Q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 내용은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과연 교육의 본질이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1번 문항 : 이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2번 문항 : 오늘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1번 문항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A 교육의 본질이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육의 본질을 2가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인성, 도덕교육 측면
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식 교육 측면이다. 인성, 도덕교육 측면에서 과거에 배우는 내용과 현재에 배우는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다문화 문제라든지, 각종 사회적 약자 문제들에 대해 현재는 심도있게 배
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 예이다.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례가 달라졌을 뿐, 근본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본질에 기초하여 교육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에 교육의 본질은 존재한다
고 생각한다. 또 지식교육 측면에서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배
우지 않았던 지식들을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수업방식으로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
례가 달라졌을 뿐 아이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에 지식 교육 측면에서도 본질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식 교육의 측면에서는 더 이상 암기 위주의
교육, 즉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이는 학습방식이 아닌, 기존의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잘 찾
아내고, 이를 이용해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처럼 어떤 정보든 검색
만 하면 다 나오는 지식의 홍수 사회에서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는 더욱더 다양해지는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틀
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강조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개방형 질문 ]
Q1

자기소개를 하시고,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A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최근 다양한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
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Q2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대에도 진학해도 되는데, 한국교원대를 굳이 택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교대에 진학할 경우 모두 초등교
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아무래도 경험의 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원대는 유아교육부터 중,고등
학교 교육까지 모두 포괄하기에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경험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복수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전공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원대를 선택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만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틀로 삼아서 대답하기 편할 것 같다.

전

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우수자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본인 차례가 오면 제시문을 7분간 미리 보고, A4용지에 간
략히 발표내용을 정리해서 면접장에 들어가는 방식. 면접장에는 혼자 들어가며 앞에 교수님 두 분과 입학사정
관 한 분이 앉아계심. 들어가서 면접은 총 7분간 실시되며, A4용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추가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받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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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의 기출문제와 제시문을 참고해 면접후기를 보는 것을 추천함.
Q 간략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볼래요?
A 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지원한 면접번호 XXXX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
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존중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제가 받았던
사랑과 존중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서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한국교원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꼭 한국교원대학교여야만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하고, 복수전공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까지 고려해 한국
교원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네. 자기소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자기소개를 해볼래요?
A 네. 저는 권영애 선생님의 그 아이만의 단 한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아이들만의 단 한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네~ 한국교원대학교 와보니 분위기가 어떤가요?
A 아,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학교가 포근하고, 공기도 좋고, 공부하기 좋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두 번째 방문이요?
A 네.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Q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발표해볼까요?
A 네. 우선 몇 반이 가장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올까에 대해서 저는 2반이 가장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1반은 이미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물
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물체를 자유롭게 고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만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3반 역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1반과 같은 이유로 창의적인 결과물
이 적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2반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물체를 자유롭게 5개 선택하게 하고, 선
택한 후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주어진 5개의 물체를 통해 만들 수 있
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내어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와 관련해 학교 교육 내에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저는 교사의 수용력과 재 질문을 꼽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 청소 당번, 그 중에서도 칠판을 청소하는 당번을 맡은 아이가 교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칠판 닦는 것이 정말 힘든데, 저 대신 칠판을 닦아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반마다 기계를
놓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니? 라거나, 어떻게 기계를 두고 칠판을 닦으라고 하니! 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아이의 주장이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 00이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수용하고,
그럼 칠판을 더 쉽고 간편하게 닦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아이에게 재질문을 해 준다면, 아이가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는 교사의 수용력과 재질문을 학교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꼽고 싶습니다.
Q 네 알겠습니다. 학교생활 중 후회되거나, 다시 돌아가면 이건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나요?
A 저는 제가 교육봉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3년간 수학동아리를 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멘토링 활동을 했고, 또 나이 터울이 있는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교육봉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는 했
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교육봉사가 실제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수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교육봉사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Q 그렇군요. 수학동아리 친구들은 가르쳐주면 잘 이해하던가요?
A 네.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의 내용을 모르면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 수학에 자신감이 없고 수학을 포기했던 친구들에
게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다행히 잘 이해했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는 모습을 보며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굉장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Q 그렇군요. 이제 7분이 넘었어요. 면접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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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읽을 책이나 면접대비 자료 등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함.
오전반의 경우에는 아침식사를, 오후반의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충분히 먹고 가는 것을 추천함.
대기를 오래 하다보면 졸리거나 피곤해질 수 있으므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함.
당일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면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특히, 면접장까지 가느라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면접을 볼 때 밝은 표정
이 잘 나오지 않는데, 면접에 있어서 밝은 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접 시간만큼은 밝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함.
긴장되면 몸이 떨릴 수 있으므로 핫팩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함.

전

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우수자일반전형)

지 원 학 과

초등교육과

면 접 방 법

- 제시문숙고(7‘) - 개별면접(7’)
※ 작년에 면접이 10분이었던 것과 다르게 7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접시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후 2조여서 1시까지 입실.
Tip. 한 조당 33명이었고, 면접이 거의 겹치지 않아 결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뒷번호 학생들은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8번째로 면접을 보았고 3시가 되기 전에 마쳤지만, 최대 6시 정도까지 남아있는 듯합니
다. 식사 든든히 하고 물 꼭 챙겨가세요! (정수기 물에서 수돗물 맛이 납니다...)
1. 제시문 숙고(7‘) : 모두가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서 한 조당 5명씩 불려서 작은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서 잠시 대기하다가 두세명씩 다시 불려나가 숙고하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7분 타이머가 있고,
다같이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10분이 아니라 7분입니다! 메모할 수 있는 A4용지와 펜이 주어집니
다. 면접실에는 문제지 없이 메모한 용지만 들고갈 수 있습니다.
2. 개별면접(7‘) : 교수3 : 학생1.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제시문(꼬리질문) + 개방형 질문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 질문은 없었지만, 개방형 질문에서 생기부와 자소서를 활용하여 보통
대답을 합니다.
Tip1. 제시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와 지원동
기, 초등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Tip2. 제시문숙고 후 개별면접실 앞으로 가 대기를 하게 되는데, 대기하는 동안에는 제시문 숙고 때 메모한 용
지를 걷습니다.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용지를 다시 주는데, 그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면접 도우미 선배의 실수로, 숙고 후에 메모한 용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20분이 넘는 시간동
안 대기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지만, 이런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 - 면접 분위기는 방마다(교수님마다) 다릅니다.
- 준비해온 자료는 볼 수 있지만, 앞에 조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
경입니다. 수험생들끼리도 대화 가능해서 더욱 집중하기 힘듭니다. 주변에 정수기가 거의 없습니다. 생수를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물을 꼭! 들고가세요.
- 면접 들어가기 전후, 대기시간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면접 도우미 선배들이 긴장 풀어주셔서 면접장 자
체는 매우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질문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Q 네. 학생 수험번호 23번 맞습니까?
A 네.
Q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랑, 왜 초등교사를 꿈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한국교원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A 네.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초등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초등
교사를 꿈꾸게 되었냐면,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오며, 처음에는 저 분들처럼 선한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사의 꿈을 가져오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릴 때부터 형성된 억지로 공부하는 잘못된
공부 습관으로 인해 공부 자체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며, 기초 학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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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공부가 즐거울 수 있음을 알려주는 초등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국교원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한국교원대학교는 타 교대에 비해 다양한 전공이 존
재하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교육 정책과 교육 시스템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왔기 때문에 교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교육학과를 복수전공
하여 그 부분에 대해 더 공부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원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네. 그럼 제시문 질문에 준비해왔던 대답 말해주세요.
제시문 내용 : 시대에 따라 교육 내용은 변화한다. 그렇다면 교육에 본질적인 내용은 없는가?
질문1)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치 않는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지 입장을 말해라.
질문2) 현재 한국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논하고 그 내용을 1번 답변과 연관지어 말하라.
A 네. 제시문은 시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변화해왔는데, 교육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
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란 기본적으로 사회화 기관입니다. 즉,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 기능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교육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내
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 시대에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를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배려, 나눔, 소통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나 덕목의 중요성 또
한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생략됨)
Q 그러면 시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건데, 그렇다면 체육 교과에서 그러한 변화해야 할 내용에는 무엇
이 있을까요?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10초 정도 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 교과에서 이전까지는 교과 내용을
습득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체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어, 농구를 할 때 원래는 슛을 하는 자세, 드리블 방법 등 실제적인 기술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농구
라는 팀 스포츠에서 기를 수 있는 배려, 협력의 자세와 최선의 전략을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서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학교에서 변화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나요?
A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께서 문학 작품을 그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패러디시로 재창작해보고, 그
것을 전시하여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 스스로는 시 창작을 위
해 주변을 유심히 살피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노력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
고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의 자세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아까 본인이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 온 스스로가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내가 교사가 돼도 되나?’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 어떤 주제로 자유롭게 쓴 글을 모아둔 책입니다. 주제는 ‘최고의 수업, 최악의 수업’, ‘가장 좋았던 평가, 황당했던 평
가’ 등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들도 저와 같이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온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저와 다르게 이
러한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나가는 교사가 될 것이라는 포부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스스로를 반성하
게 되었고, 저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 그 정책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
지게 되어 교육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던 중 7분 종이 울렸지만 끝까지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다른 학교와 다르게 면접도우미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학교 내 지리를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물은 지급하지 않고, 교내 정수기 물은 수돗물 맛이 나므로 꼭 생수 지참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봉투 나눠주고 전자기기 모
두 걷습니다.
- 저는 대기시간이 짧았지만, 운이 안 좋을 경우 아주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므로, 오후 면접일 경우 식사 꼭 하시고 가세요.
- 인쇄해 간 수험표 그대로 달고 들어갑니다. 미리 잘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옷핀은 제공됩니다.
- 일괄퇴실이 아닌 개별퇴실입니다. 자신의 면접이 끝나면 퇴실하면 됩니다.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전혀 아니고, 제시문과 개방형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에서 생기부나 자소서 내용을 끌어올 수 있으
니 그러한 내용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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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

형

지 원 학 과

교과전형
기계공학부

질문 및 답변
Q1

우리학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A 저는 공부는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를 찾고 있던 도중 한국기
술교육대학교의 실습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학교 선배님께서도 좋다고 많이 칭찬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
다.

Q2

실습을 자꾸 강조했는데 실습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저는 실패도 경험이라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습을 할 것 같습니다.

Q3

학교에서 실습 같은 거 한 적은 있어요?
A 저희 학교에서 물리2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소수의 학생들에 한해 심화과정으로 물리2에 대해 배울 수 있
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레이저 빛을 이용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Q4

저희 학과는 왜 지원하게 되었어요?
A 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명 피해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포보스 팀이 전국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기여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5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행을 가게 되면 힘든 점이 많은데 여행을 가야할까?
A 전 힘들더라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바로 옆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들을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

교과전형

지 원 학 과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부

면 접 방 법

수험생 1 : 면접관 2 (교수님 1분, 입학사정관 1분으로 보였음)
강당에서 모든 학과 대기한 뒤, 면접실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음
(학부모 대기실과 수험장 건물이 달랐음.)
친구들, 선생님들 이야기와 다르게 엄청 가까이에서 면접 진행함.
(무릎 바로 앞에 교수님 책상이 있는 정도)

질문 및 답변
Q 아침 일찍 오신다고 고생했을 것 같아요. 오늘 온 건가요?
A 여기서 기숙사를 제공해 줘서 어제 왔습니다.
자기소개 없이 바로 시작함.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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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한기대를 선택했어요?
A 반 별로 비치되는 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꿈인 전기전자통신교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곳의 많
은 실습량과 과제, 학점 량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계기 있어요?
A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봉사 대상자였던 아이가 후에, 고등학생이 되고 봉사자로써 활동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교사가 되어서 이런 나눔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
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Q 아주 인성 측면에서 바른 학생인거 같아요^^. 그런데,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면, 교대 같은 곳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전
공을 전기전자통신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A 관심사와 가장 잘 맞는 분야는 ‘정보와 컴퓨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목은 현재 부과목, 교양과목으로 되
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전자통신 분야는 관심사와 맞을뿐더
러 주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소통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네요. 정말 꿈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군요. 그럼 혹시 그 진로를 가지고
나서 존경한 사람이라던지, 롤모델 같은 분 있나요?
A 저희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Q 물론이죠!
A 저희 부모님 덕분에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의 꿈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봉사활동에 매력을 느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봉사단을 만들어
교육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 생기게 되기까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 저희 부모님 이었기 때문
에,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Q 아주 멋있으신 부모님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A 감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훨씬 부담 없었고 엄청 밝은 분위기의 면접장이었음.
면접시간은 10분인데 체감 상 5분 정도.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전날에 갈 수 있었음. (기숙사는 1
인실 2인실 상관없이 한 방을 빌리는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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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영어교육과

면 접 방 법

면접 대기실에서 본인 확인하고 가 번호를 받음.
면접관 2명과 2대 1로 진행함.
시간은 7분 이내, 제출 서류 내에서 블라인드로 진행함.

질문 및 답변
(면접 1번이였음. 긴장을 풀기 위해 밥 먹었냐고 질문해주심.)
Q 3년 내내 영어교사를 희망하였는데, 직업 선정의 기준이 뭐였는지?
A 저는 제 자신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될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직업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오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과정에서 제가 얻는 뿌듯함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Q 2학년 때 비전 발표 대회에서 입상했는데, 무슨 내용을 발표했는지?
A 저는 저의 교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오늘 처음 교단을 밟을 당신에게’라는 책이었는데,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오신 한 영어교사께서 자신이 학생들과 지내온 이야기와 예비 교사들을 위한 도움말이 적혀있었습니
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좀 더 구체화된, ‘학생들과 소통하고 헌신하는 교사’의 모습을 발표하였습니다.
Q 2년간 부반장을 하였는데, 반장과 부반장은 엄연히 다르다. 혹시 일부러 부반장을 했는지?
A 일부러 부반장 선거에 나간 것이 맞습니다. 1,2학년 때의 저는 소심하고 앞에 잘 나서지 못해 앞에서 반을 대표하는 반
장보다는 뒤에서 반장을 돕고 챙기는 부바장을 선호하였는데, 생활을 하며 성격과 리더십에 변화가 생겨 3학년 때에는
반장 선거에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Q 영어교사인 누나를 보면서 느낀 점은?
A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사라는 직업이 되기도 어렵고, 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반을 맡아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즐거움과 뿌듯함이 느껴졌고, 어려운 길일 지
라도 이것이 저에게 맞는 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답변마다 꼬리 질문이 1~2개씩 달렸음. 차분하게 답변함.
형평성을 위해 외국어 사용 금지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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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루마니아어과

면 접 방 법

면접시간 7분, 면접관 2명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한명씩 면접보조원(?)따라간 후 면접 실 바로 앞 의자에서 10분정도 대기

질문 및 답변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시작
Q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A 자소서에도 적혀있듯이 TED대회를 나갔던게 제일 인상깊었다. (이때 자소서 안읽으셨나..? 라는 생각듦)몇번의 치열한 예
선을 거쳐(깨알어필)올라갔고,, 내 한계 극복.. (개인 스토리)
+) 그 활동으로 정말 자신감이 생겼나요?(약간 불신하신 것 같았음)
A 네. 지금껏 내가 겪었던 것들과 이유를 부연설명.
Q 진로사항이 꾸준히 바뀌었는데 그 이유?
A 1학년 땐 잘 몰랐는데 2학년 때부터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며 여러 활동을 통해(깨알 외고인걸 드러낸 듯..) 언어에 관심
이 많다고 생각. 앞으로 다양한 언어를 배우며 글로벌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Q 왜 루마니아어를 선택?
A 경제력, 발전 가능성
+) 왜 하필 루마니아어? 터키어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굳이?(진짜 내가 이걸 배우고 싶어서인지를 계속 의심하시는 것 같았음)
A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 그런 것보다 루마니아어가 확실히 잘 안 배우니 경쟁
력이 있다고 생각. (라틴어계열이란 순간 말을 까먹음)
Q 루마니아에 대해 알고 있는게 있는지? 지원자가 루마니아에 대해 인상 깊은 특징?
A 지하자원이라는 풍부한 자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 + 한국과 수교 등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
Q 루마니아를 배우고 싶은데 사실 생기부나 자소서, 독서활동에 아예 루마니아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A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아니에요 전혀 아쉽지는 않은데 보통 학생들 같으면 좀.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적으니까..
A 아..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해온 고등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보여드려야 저의 발전 가능성이나 저의 모습을 더 잘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뻔뻔)
Q 1982년 김지영 책을 읽었다고 되어있는데 책과 영화를 다 봤나요?
A 아니요. 책은 읽었는데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이나 감상평 같은걸 말해주세요.
A 네, 저는 생기부에도 꾸준히 언급이 되어있듯이(교수님께서 생기부를 보지 않으신 거 같아서 이렇게 어필함..)평소 여성인
권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많은 활동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1982년에 태어난 여성을
대상으로 나이대 별로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단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 아직 주
변 지인들을 보았을 때... 현실에서라고 예시를 들며 아직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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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그 나라에 대한 충분한 공부(조사 and 창의성)는 필수! 아 그리고 내가 왜 이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필
요하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굳이 이 언어여야만 하는지!! 백퍼 물어봄.

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아프리카학부

면 접 방 법

면접 시간은 7분-8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생기부/자소서위주로 질문 들어오고 학과 관련해서 질문 깊있게 들어옵니다.

질문 및 답변
Q 블라인드 면접이라(불라불라) 진로상황을 보면 방송-언론-국제부언론인으로 대게 언론 쪽으로 되어있는데 아프리카학부에 지
원하게 된 동기는?
A 네 저는 국제사회 속에서 아프리카와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국제부 언론인이 되고자합니다. 저 또
한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어떠한 언론인이 될까?라는 물음을 구체화 해왔습니다. 언론 자율동아리인 대현일보를 통해 사
회부 문화부기자도 맏았지만 3학년떄 국제부 기자역활을 맡으면서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속에서 국제관계의 흐름을 전달
하는데 매력을 느꼈다. 특히 2학년 기아체험을 통해 처음 접한 시에라리온 국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과 제3세계 국가와
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된 아프리카의 무궁한 가치와 기아와 난민 내전으로 허덕이는 그들의 삶을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제고하는 언론인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문화와 언
어까지도 전문성을 갖추어야한다고 생각. 그래서 한국 외국어대 지원했음.
Q 자소서를 보니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 아프리칸스어를 적어났는데 남아공의 언어는 몇 개인지 아나?
A 정확한 언어의 개수는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칸스어와 남아공의 토착어인 줄루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Q 자소서를 보니깐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포럼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그 포럼이 실행된 정확한 시기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A 협력포럼의 구체적인 시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관계의 심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
다. 협력관계를 처음 접한 사유는 ‘검은 대륙에 부는 차이나 열풍’ 이란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바라본 관계는 최
빈민국이였던 중국의 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말한다’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중국인노동자 만을 채용하고
중국산 물픔만을 소비하는 등 부정부패가 일삼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개발도상국가들은 중국에 의한 막대한 부채를 갚
을 능력이 부족해져 중국에 종속되거나 의존할 경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점과 단점을 함
께 국제사회에 제고하는 언론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진중권의 정치란 무엇인가? 무슨 내용이죠?
A 진중권님의 정치란 무엇인가는 정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준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길 정치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가 정치라고 했습니다. 평소 정치란 특정한 권력층들 만이 하는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참여하고
연대하는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Q 3학년 때 난민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어떠한 근거를 내세우며 주장했습니까?
A 평소 뉴스에서도 난민에 대해서 많은 애기가 나오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많은 이슈가 되었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
졌습니다. 우선 찬성측에 입장은------ 반대측의 입장은-0----- 저는 그래도 찬성측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과거 우
리나라도 난민을 수출하는 국가였고 현재 선진국 계열에 들어선 만큼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에 투명한 입국절차와 안전이 강화된다면 충분히 찬성의 입
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Q 반장도하고 동아리 부장역할도 많이 해왔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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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더란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 도 있겠지만 저가 생각하는 리더란 소통과 연대하는 리더가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학년 반장생활을 할 때 꿈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꿈을
소개합니다’ 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친구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격려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 소통과 연대
한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기타 유의사항
외대 국제지역학과는 면접후기가 별로 없어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보통 따른 사람들은 쉽고 기본적인 질문만 나왔다는데 저는
심층 질문 많이 나와서 고생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아프리카 관련 시사가 많았던 것 같네요. 면접은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최고의 스승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모의연습 10번씩 하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영어통번역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분과 함께 1:2로 진행, 7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전

질문 및 답변
자소서 보다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떤 형식으로만 나오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꼬
리질문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Q1

아무래도 진로가 외무공무원 쪽이라 법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신 거 같은데 이런 책들을 왜 많이 읽게 되었나요? (책을
읽게 된 동기와 관련된 질문)

+) 통번역과 관련된 제도를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학과 연계 질문)
Q2

인문학 캠프에서 번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것이 있나
요? (생기부 활동 질문, 자소서)

+) (캠프에서)친구들과 보고서 활동을 했을 때 갈등사항은 없었나요?
+) 그럼 개인으로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가?
Q3

멘토 멘티 활동에서 협력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Q4

수학 심화 보고서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수학 공부를 심도 있게 하셨다는 의미인데 롤러코스터로 미적분을 활
용(롤러코스터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내용이 생기부에 있었습니다) 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 그럼 적분의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영어랑 관련된 생기부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서도 질문하니까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
다! 특히나 보고서 활동은 심도 있게 탐구했다고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고 깨달은 점을 확인 하고 가시길 바랍니
다. 질문이 대부분 영어통번역학부랑 연관 지어서 나오니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너무 급하게 말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 조금만 가
지고 침착하게 대답하세요.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정보통신공학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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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생기부+자소서 기반, 면접관 2명 학생 1명씩 면접 / 면접 시간 ： 7~8분
블라인드(성명, 출신고교, 지역명 언급 금지), 가번호 부여

질문 및 답변
Q1

(앉자마자 바로 물어봄) 행렬이 무엇인가요? (자소서 기반)
A 행렬이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숫자를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Q2

그렇다면 그것(행렬)이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자소서 기반)
A 제가 탐구한 바로는 구글의 검색엔진 알고리즘에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됩니다.

Q3

정확히 개발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진로가 IT 스타트업 개발자였음)
A 저는 신기술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Q4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A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키오스크 단어 모를까봐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아 네 키오
스크! 라고 반응해주심) 그런데 노인분들은 그런 걸 쉽게 활용 못하니까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기술을 개발해보
고 싶습니다.

Q5

동아리 부장이었네요? IT공학동아리... 아두이노는 독학한건가요? (생기부 기반)
A 네 (설명 요구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생각없이 대답함)

Q6

IT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생기부 기반)
A 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진로로 꿈꾸게 되었
습니다.

Q7

(질문이 기억 안나는데 대충 진로에 도움이 된 활동 물어봄)
A 동아리에서 했던 사물인터넷 기반의 활동들이 도움 되었습니다. 그중 스마트 농장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Q8

오, 그게 정확히 무슨 활동이었죠?
A 농사를 짓는 것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저희 학교 뒤의 텃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아두이노로 기계를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은 습도감지센서를 통해 토양의 습도를 감지하고 수분이 적을 시 워터펌프를 통해
물이 공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Q9

기하와 벡터에서 자율주행차를 탐구했는데 무슨 내용이었죠?(생기부 기반)
A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공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하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폴라 기하학을 통해 기하적 요소를 고려해서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것 등이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 두 분이 계셨는데 거의 한 분이 다 물어봄 (면접관, 면접 도우미 전부 친절하셨음)
지원동기, 자기소개, 마지막말 전부 안 물어보심.
들어가자마자 앉으라고 해서 앉아서 인사해버림.

형

학생부종합전형

지 원 학 과

중앙아시아학과

면 접 방 법

면접위원 2명 / 대기 - 신분증, 수험표 검사 - 면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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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대기실 분위기는 엄청 조용하고 각자 열심히 준비하는 느낌! 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재학생분들이 열심히 응원도 해주심. 저는
백년관 416호에서 대기. 분단이 3개가 있는데 여러 과를 한 호실에 넣은 후에 분단별로 각 다른 과들을 앉혔음.
Q 3년동안 러시아어를 배운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예상했던 질문이었음!) 3년동안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처음에는 노어과에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때
러시아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 주변국가인 중앙아시아 또한 엄청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통역도우미로서 봉사활동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제가 맡은 부스가 ‘키르기즈스탄’부스 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한 후, 스스로 그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
하여 통역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 추가적으로 중앙아시아라는 곳에 대해 탐구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아시아는 조사를 할수록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더욱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중앙아시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추가로 중앙아시아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전문적으로 배운 후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걸..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들었음 ㅠㅠ)
Q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어를 쓰는데, 러시아어를 쓰는 것과 그 국가만의 언어를 쓰는 것 둘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나요?
A 물론 러시아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 국가만의 전통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
니다. 아무래도 전통어를 쓰는 것이 그 국가 사람들과의 교감에도 더 좋을 것 같고, 존중한다는 느낌을 들게 해줄 것 같
습니다. 통역사를 꿈꾸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나라의 전통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통역사의 자질이란 무엇인가요?
A (이것 또한 예상 질문이었음!) 먼저 통역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만의 문화와 특징을 제대로 알고 통역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
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불충분하여 매끄럽지 못한 통역이 아쉬웠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경험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러시아어를 배웠다 했는데, 혹시 러시아어를 배워서 혹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게 주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이 답변이 제일 아쉬웠음ㅠㅠ 질문의 핵심을 잘못 짚은 듯 해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어를 쓰는 것도
이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부 투르크계의 언어에서 비롯된 언어들이라 러시아와 서로 영향을 준
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음.. 러시아인 중에 투르크계가 있는건(타타르인? 투르크스탄?) 맞는 것 같은데 투르크어에서 비
롯된건 아닌 것 같음.. 중앙아시아어에서는 타지키스탄 빼고 투르크어라는 것은 외우고 있어서 이거 써먹으려고 저 말 꺼
냈는데 뭔가 꼬였음. 아마 이 질문은 과거 소련시절, CIS 독립 국가 연합 이야기를 하는게 맞았던 것 같음. 사실 이것도
준비했었는데 순간 기억이 안나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 혹시 이 과 준비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준
비해봐요!)
Q 중앙아시아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세가지 정도를 말해주세요
A 제가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다른 이유기이도 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알아야 하는 소재이기도 한 ‘고려인’이
먼저 생각납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곳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고려인 4세들의 걱정이었던 ‘재외동
포법과 관련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아직 이들이 체류하는 데에 있어서의 정책은 부족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려인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황
운정, 계봉우 지사의 유해 봉환식도 말할걸 한 아쉬움이 또 남았음) 두 번째로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아시
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3개국에 국빈방문하여 정상회담과 더불어 여러 교류활동을 한 것
이 떠오릅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와의 교류가 늘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듯 하여 이러한 교류활동이 생각
납니다. (사실 각 국가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도 다 외우고 준비했는데 역시나 입밖으로 나오지 않음.. 그리고 세 번째를
하기도 전에 이미 시간이 끝나서 수고했다고 하셨음. 마지막으로 할 말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좀 아쉬웠음)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들 다 착하게 다 잘 들어주니깐 긴장하지 말아요.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수험표랑 민증 까먹지 말길! 안 가져가도 거기
서 다 방법을 취해주긴 하던데 그래도 들고가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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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전

형

미래인재전형

지 원 학 과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면 접 방 법

자기소개X 지원동기X

질문 및 답변
Q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A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퍼즐과 같이 무언가를 풀어 나간다는 것에 흥미와 재미를 느꼈습니다. 수학 또한 이러
한 퍼즐과 같아서 공식을 학습하고 또 다른 새로운 공식들로 유도하면서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A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FLIGHT라는 항공기 특성화 동아리 활동입니다. 제가 해내고 싶은 목표는 PAV, 즉 미래형 개
인 비행체라는 분야를 성공시키는 것 이였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PAV가 그저 비행기만 만들면 끝이 아니라 다양한 항
공 분야들이 섞여있고 그렇기에 다양한 항공 관련 분야를 지망하는 친구들과 다양한 항공 분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
구해 내었습니다.
Q 그럼 탐구했던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A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미래 PAV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접 인근 지역공항에 방문하여 현재의 항공 체
계를 이해하고 추후에 개발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그럼 어떤 공항에 다녀오셨나요?
A (출신 지역 밝히면 안돼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울산공항과 김해공항을 방문했습니다.
Q 그 공항들의 특징이 어땠나요?
A 우선 울산공항은 활주로의 길이가 너무 짧고 측풍이 거세 대형 여객기의 착륙이 매우 힘들고, 김해공항은 국내 국외선의
이용객 편차가 심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산이 병풍처럼 있어서 내륙으로 착륙하기가 힘들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Q 공부와 학교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A 공부를 제외하면...(3초정도 생각하다) 저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SF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SF영화는 제
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현재에도 가장 많은 상상력의 자극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휴식과 함께 상상력을 이
끌어낼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Q 학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A 저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포기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끈기”인 셈인가요?
A 아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 많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포기를 했던 분야를 다
시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고 이때 이전에는 찾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돌파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끈기는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었기에 저를 표현하는 단어로 끈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Q 이 학과와 관련된 대회가 있었나요?
A (3초정도 생각하다) 아... 항공 분야 대회는 아니었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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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 말씀하세요!
A 네! 무거 사이언티스트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순간 학교 이름 들어간 대회라서 멈칫했다가) 이 대회를 진행했을
때 관심이 깊었던 분야는 아프리카 기아문제였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영양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식용물
통을 만들자는 주제로 알긴산나트륨과 젖산칼슘을 이용한 겔 형태의 물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염화나트륨을 이용하
여 겔 형태의 두께를 조절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법
을 배웠고 항공대에 진학했을 때에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라 믿습니다.
Q 학생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
A (준비 안했던 질문이라 당황) 음... 잠시 질문을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5초정도 정적)
Q (살짝 웃으시면서)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네! 항공대의 마크 중심에는 한 마리의 송골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송골매는 먹잇감이 있으면 그 대상을 오랫동안 바
라보다가 기회를 보고 순간 낚아챕니다. (이처럼 제가 원하는 주제를 오랫동안 탐구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내는 항공대
의 송골매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괄호 안에는 시간 다돼서 말 못했습니다.
Q (살짝 웃으시면서) 학생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면접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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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전

형

한동G-IMPACT인재

지 원 학 과

전학부

면 접 방 법

면접관 2명 : 나(1명) / 면접시간 10분 / 생기부 및 자소서 기반 인성 면접

질문 및 답변
(처음에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동대학교에 처음 와보냐” 등의 질문을 함)
Q1

지원동기
A 저는 제 분야에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대학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보게 되었고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법을 배운
다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동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짐팩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정직과 성실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직과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A 저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세상에 비교적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정치계를 깨끗하
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부기자는 정치의 본질적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치계의 부
정부패를 파헤칠 수 있는 사회부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Q3

법학을 복수전공하고 싶은 이유는?
A ‘노래와 함께하는 등굣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때 방송과 법은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법학을 전공하여서 법에 대한 무지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4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A 정보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보격차라는 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Q5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지 않나요?
A 저희 할머니께서 명절에 저희에게 모르는 것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고(스마트폰에 대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정보소외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 기계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구나’라고 생
각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기자는 거지보다 높지 않고 대통령보다 낮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의 부정을 파헤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자의 위력을 묘사한 것인데 이러한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정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직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한동대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한동대학교 20학번 학생증 꼭 갖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자신감 있고, 면접 질문의 의도에 주의하면서 답변하기!!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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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한동G-IMPACT인재

지 원 학 과

전학부

면 접 방 법

대기 – 면접(생기부&자소서 기반) - 퇴실
- 면접관과의 거리가 엄청 가깝다. 책상 하나를 공유한다.
- 수험표랑 신분증 없어도 거기서 해결해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 면접 보기 전 단체 기도하고 면접 보고 나서도 기도해준다. 기독교가 아니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다.

질문 및 답변
Q 우리 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랑 입학 후 배우고 싶은 학문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나의 희망 진로인 글로벌 문화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질과 학교 커리큘럼과 엮어서 답변.
+) 글로벌 문화와 사업(창업)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A 사업을 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와 나의 생각으로 답변.
+) 그런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에너지 무역과 관련해서 적혀있는데 창업과 무역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A 무역도 사업(창업)과 관련있다고 생각한 이유와 결론으로 답변.
Q 효도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왜 수상한 것 같아요?
A 이 때 효도한 경험과 글 쓴 내용으로 답변.
Q 수학 성적이 많이 낮은데 수학과 관련된 상은 많이 받았어요, 이 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줄래요?
A 수학 성적은 낮지만 수학을 실행활에 응용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받은 상이다. 이론이 부족해도 사용에는 내가
뛰어나다.
+) 그건 학생의 논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수학능력이 있어야 적용도 하고 그런건데 이렇게 눈에 띄게 성적이 낮으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 점을 설명해달라는 건데??
A (솔직히 이때 질문 듣다가 화 날 뻔했다.)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데 상대평가에 5지선다이다 보니 성적이 좋게 나오지 못
한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성적과 상관없이 나는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점이 수학상으로 증명된
것 같다.
Q 자기소개서4번에 한동대학교에 대한 이해가 적어보이는데 왜 굳이 한동대학교를 선택했는지 말해주세요.
A 한동대의 필수 복수전공제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답변.
Q 봉사를 하면서 후회하는 경험이나 아니면 뿌듯했던 경험있어요?
A 초등학교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위주로 설명.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통섭과 관련해서 답변.

기타 유의사항
성적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화내지 말고 차분히 답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 885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전

형

한동인재전형

지 원 학 과

전학부

면 접 방 법

면접 시간은 10분, 면접관 2분 : 학생 1명,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 면접입니다.

면 접 방 법
질문 및 답변
Q1

한동대학교 지원 동기가 뭐죠?
A 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법을 공부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
대의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사회문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국의 채용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흑인과 우울증 전적이 있
는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배달앱으로 인해 산재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보면서
자연권과 인권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법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 잘 들었어요. 자소서에 기재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 교수, 법학부 교수입니다.
(+한동대는 면접관이 랜덤이라 전공 분야 교수님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질문들
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어필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Q2

변호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꿈꾸는 변호사가 미래사회에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뭐죠?
A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전
문적 지식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면대면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Q 저는 인공지능과 변호사는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학생이 말한 것처럼
미래에 과학적 소양을 가진 인문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요. 학생이 이런 일들을 우리 대학에서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규모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저를 가르쳐주시고, 다양한 생각을 말씀해주시면서 약간 면접보다는 대화? 교수님께 듣는 조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게 흥미를 보이셔서 감사했습니다.)
Q3

그럼 인공지능으로 향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텐데, 이런 면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A 저는 먼저 인공지능으로 사라질 직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힘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는 직
업만큼 그런 영역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미래의 직업들을 교육하여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 안 났는데, 질렀어요. 면접은 준비도 한 몫 하지만, 원래 시사에 관심 많고 다양한 방면으로 토론을 해보는 등 경
험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 했을 때 반응이 좋으셨음! 계속 저를 시험하시는 느낌이었어요.)
Q4

향후 계획이 뭐죠?
A 한동대학교에 법과 과학기술 강의가 새로 개설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 관심에 부합하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대표로 전국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나가서 전국에서 온 친구들과 통일을 위해 법제도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면에서 통일 법제론 수업이 제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 오 그럼 학생이 생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A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최근 홍콩 사태를 보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그려봤습니다. 마침 한
동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분이 국제 인도법 모의재판에서 수상하시고, 한국 대표로 홍콩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일 한반도에 상징적인 의미로 인권재판소가 설립되는 미래를 한동대학교에서 꿈꿔
보고 싶습니다.
+) 그런 것도 알아요? 우리학교에 관심이 많네~ 입학해서 우리 강의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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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맞춘 게 아니라, 진짜 관심 많던 분야였고, 면접 준비하면서 당일 하루 전에 본 기사였습니다. 솔직히 이걸 얘기할 수 있
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서울대를 꺾고 우승했다는 거 보면서 면접 볼 때도 동기부여 팍팍
됐습니다!! 덕분에 완전 플러스 된 느낌!)
Q5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울 만한 게 있나요? 뭐가 가장 걱정돼요?
A 부담을 느낀다면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법 수업이 걱정됩니다.

+) 그런데 영어도 정말 학생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학교 이런 게 걱정됐구나?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살짝 잘못 말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영어 때문에 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영어에 대해 부담가지지 말라는 조언 같은 것들이 이어졌어요. 고루 고루 아이컨택하고 항상 적절한 리액션이 밑받침돼야 이런
실수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6. 본인의 비전?
A 한동대학교의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말이 제가 평소 생각하는 비전과 일치한다고 느꼈어요. 변호사가 돼
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6-2. 지금 학생이 우리학교의 비전과도 너무 잘 맞고, 앞으로 한동대에서 잘 할 것 같네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나중에 나와서 면접 도우미 대학생 분이랑 대화했는데, 끝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즐거웠다고 했으면 면접
잘 본 거래요! 심지어 그 학생 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총평) 한동대학교 면접은 유튜브에 입학처나 한동대 학생회 등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수만휘 카페에도 한동대 학생 분들
이 오픈 채팅 링크 많이들 올려놓으셨어요! 찾아보시면 도움 될 거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 부장선생님 말씀대로 준
비하면 잘 칠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는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크게 막 부담을 갖진 않았어요! 한동인재전형 자체가 성적을 많이 보는 방식이라 확인형 면접
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하시니까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면 좋겠습니다~
이동 내내 한동대 학생회, 학생들이 계속 플랜카드 들고 응원하고 계셔서 긴장 없이 고사장 입성했어요. 면접관 분들도 엄청 웃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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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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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면 접 방 법

- 이름, 수험번호, 가번호가 책상 자리에 붙여져 있음. 칠판에 있는 종이 보고 자리 찾아가면 됨. 포스트 잇
나눠주면 이름, 수험번호 적고 휴대폰, 노트북, 에어팟 등 전자기기 제출하면 됨. 둥그렇게 싸여진 원형 책상
에 앉고 음료수랑 과자는 맨 앞자리에 있었음.
- 면접 보기 전에 설문조사하는데 부담 없이 하면 됨.
- 3, 4층 두 층에서 면접 진행되고 한 팀 당 5명씩 잘라서 면접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갑니다. (1군 : 9
시~12시, 2군 : 1시~3시, 3군 : 4시~6시 아마도) 그리고 면접실이 두 개였는데 1팀, 2팀은 면접실을 말함.
3군 1팀 4번째, 3군 2팀 4번째 분들은 시간은 같고, 다른 면접실에서 면접 봄) 이 때, 자기 짐 전부 들고
올라가야함. 면접대기실 다시 못 감. 전자기기도 면접 보고 나오면 받음. 관리자 분이 들고 오는 바구니에
있음. 화장실은 가고 싶다고 말하면 관리자랑 같이 감.

질문 및 답변
(교수님 두명 지원자 1명 형식으로 진행)
여교수, 남교수 계셨는데 두 분 다 긴장 풀어 주려고 함. 특히 여교수님은 긴장 푸는 말을 계속 해주심. 남교수님은 면접 내내
웃어주셨음.
A (문 똑똑하고 목례 후 의자 옆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Q 네, 앉으세요. 오시느라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A 힘들었지만 막상 학교 오니까 학교가 되게 만족스러워서 괜찮았어요.
Q (웃으면서) 어떤 점이 만족스러움?
A 학교 시설도 신식이고 강의실 책상이랑 대체적인 분위기가 다른 학교랑 달리 너무 좋더라고요.
Q (웃음) 몇 시간 걸려서 왔어요?
A 5시간 반 버스타고 왔습니다.
Q 힘들었겠네 수고했어요. 혼자 왔어요? 아님 부모님이랑?
A 아니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Q 친구랑? 그 친구도 면접 보러왔어요?
A 아니요 제가 혼자 자야해서 친구가 따라 와줬어요.
Q 아~ 많이 친한가 보네요
A 네 1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서 같이 와줬습니다.
Q 이제 긴장 좀 풀리셨어요? 면접은 생기부 질문 하나, 인성 질문 하나 총 두 개 질문 할 건데 정해진 답은 없어요. 긴장 안
해도 돼요. 이제 면접 진행해도 될까요?
A 네!
Q 그럼 생기부 질문 먼저 할게요. 행발에 보면 선생님께서 ‘소통의 여왕’이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A 2년 동안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면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살펴 보는 게 습관이 되었
고 표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나 힘든 친구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 봤던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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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상담은 몇 건 정도 했어요?
A 일주일에 3-4번 했던 것 같습니다.
Q 아~ 일주일 단위로~ 음 시험기간이나 바쁠 때 상담을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이걸 상담할 시간 없
을 텐데로 잘못 이해함.)
A 제가 바쁠 때는 다른 날로 약속을 잡아서 상담을 하거나 SNS를 통해 했습니다.
Q 어떤 SNS를 이용해서 했어요?
A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 익명으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시험기간에는 바쁠텐데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예를 들면 독서실을 가서 공부한다던가..
A 아무래도 자습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난 이후 독서실
에 가서 한-두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충하려 노력했습니다.
Q 상담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상담은 무엇인가요?
A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친구의 심리상
태를 파악하려고 하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저의 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 상담 선
생님께 말씀 드리고 친구에게 상담센터를 소개해주었습니다.
Q 그 친구가 상담 선생님께 알려지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나요?
A 상담 선생님께 가기 전에 저한테 자문을 구한 거라서 괜찮았습니다.
Q 그래요. 이제 인성 질문을 할게요. 전에 운동한 적 있으세요?
A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하면서 대회를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Q 그럼 이 질문에 잘 이해하시겠네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A 저는 찬성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미리 규칙을 정해둔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안전문제에 어떤 규제를 하면 좋을까요?
A 예약제를 이용하여 시간, 이름, 연락처를 기록해두고 사용하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만약에 도난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cctv 같은게 없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A 우선 예약자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 볼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미리 설치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설치해두지 못했다면 예약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학생들에게 물건을 나두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것 같습니다.
Q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준비한 말 하고 인사하고 나옴)

기타 유의사항
학교 홈페이지 가면 선행학습영향보고서 관련해서 면접 기출문제가 있음.
전형별로 기출문제 있고 질문 의도와 원하는 답변흐름도 적혀있어서 3개년 기출문제는 공부하고 가는 게 좋음. 면접보러 갈 때
전자기기 다 제출하기 때문에 시계 들고 가는 게 좋음. 면접은 10-15분 정도로 진행됨. 교과 과정에 있는 과목이름이랑 동아리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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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공항행정학과

면 접 방 법

수험표 확인하고 대기장에 들어가서 휴대폰 끄고 대기했어요.
5분정도 감독관으로 앉아계셨고 중간에 화장실 다녀올 수 있었어요.
수험번호순으로 5명씩 한조로 이루어져서 면접장으로 이동했어요.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
A 수학여행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항공제도인 카포타지룰로 인해 체류 중인 필리핀 여성분을 뵌 젹이 있습니다.~(경험
살려서 봉사, 도움을 키워드로 서술)

Q2

꿈이 경찰인데 공항행정학과에 지원한 이유?
A 행정이라는 분야 안에 경찰행정과 공항행정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합니다. 다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도움에 범위
가 치우쳐진 경찰보다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상직 승무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Q3

공항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
A 열린 생각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다양한 종교, 가치관을 가진 고객들을 상대하며 이들의 비행과 안전을 책임
져야 하는 공항업무 종사자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열린 생각과 안전을 책임질 책임감 필요하다.

기타 유의사항
들어가기 전에 청심환 먹었는데 들어가서 대기만3시간해서 막상 들어갈 때는 별 효과 없음. 대기장에서 주변 사람들이랑 조금
이야기하는게 긴장완화에 좋다. 시간 딜레이가 많이 되서 마지막말 못 하게 함. 한서대는 서울에서 지원하는 애들 많음.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무인항공학과

면 접 방 법

1) 면접 인원 : 면접관 3 : 수험생 5
2) 면접 내용 : 인성문제 1문제 , 생기부 관련 2문제

질문 및 답변
[ 인성관련 문항 ]
Q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본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A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은 다툰 친구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저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는 그 상황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친구를 찾아가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상담을 하자며 요청하였고 계속된 설득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서로의 잘못을 나누고 사과를 하며 오해를 풀게 되었고 친구는 저의 잘못된
사실을 다시 친구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며 모두 행복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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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부와 관련된 질문 ]
Q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드론과 로봇에 대해 연구하는 교내 동아리인 'Maker Space'에서 주로 드론에 대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드론에 대
한 활동으로는 아두이노 드론이나 태양광을 부착한 드론을 통해 드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드론을 연구하는데 힘
썼습니다.
+) 드론을 연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분석력과 섬세함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드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서 말이 많이 꼬임...)

기타 유의사항
질문을 대부분이 3개 질문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자세하게 하여 나를 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 5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잘해서 자신이 떨지 않고 준비한 대로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한서대는 지원자가 많아서 사람들
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위치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서대 앞에는 논밭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은 학교 주변에서 못 먹을 거 같아요.)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항공관광학과

면 접 방 법

∙ 면접 대기실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스마트폰 메모에 답변이나 자기소개 등을 적어놨다면
학부모 대기실에서 충분히 보다가 늦지 않게만 들어가면 됨.
∙ 면접 대기실에 들어서서 자기가 해당하는 조의 구역을 찾아 앉아있으면 정해진 순서대로 불러서 신분 확인을
하고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학교 마크를 스티커로 가리게 함.
∙ 면접 학생의 키를 물어보고 기록함. 다섯 명씩 정해진 순서대로 앞줄에 앉아 있다가 면접 도우미(재학생)을
따라 면접실 앞으로 이동함.
∙ 사전에 인성 질문 한 가지, 생기부 질문 두 가지를 하겠다고 공지함.

질문 및 답변
Q 아침부터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
A 한서대까지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었다. 얼른 먹고 일 분이라도 더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빨리 나올
것 같은 ‘즉석 흑돼지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웬 냄비에 생고기와 양념, 야채 등이 담겨져 나오더니 인덕션 위에서 직접
끓여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맛있어서 만족스럽게 먹고 나왔다.
Q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A 나는 내 인생이 나름 순탄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지금인 것 같다. 나는 부모님께서 승무원으로의 진로
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겨우 설득시켜 항공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준비기간도 짧았고 여섯 개 대학
중 세 개 대학만 항공과로 지원할 수 있었다. 그렇기 떄문에 누구보다도 이 면접이 더 떨리고 무서워 나에게는 위기지만
지금과 같은 당당함과 침착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
Q 1학년 때 효경상 왜 받았는지?
A 효경의 날을 맞아 자기가 가족이나 친척분들께 했던 효행에 대해서 글로 적어서 제출하는 행사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심
장 판막 수술을 받으셨는데 할머니 집이 가까워서 곧잘 거동을 도와드리거나 말동무가 되어드린 경험이 있다. 할머니께
서는 나와 ‘셀카‘찍는 걸 특히 좋아하셨다. 이런 경험을 진솔하게 써서 제출했더니 운좋게 상을 받을수 있었다.
Q 고등학교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A 고등학교 2학년 때 YSC라는 연구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과학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도 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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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기에 우리 조는 시설이나 지도교사님의 전문성 등에서 열악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직접 해석하고 실험
을 진행하였는데 전문용어가 많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실험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 조원 모두가 노
력하여 예선 통과는 물론 본선에서 동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뿌듯했고 기억에 남는다.
Q 아직도 부모님께서 항공과 진학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A 지금은 내가 항공과를 준비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메인 대학에 진학하라는 조건으로 반 정도 허락하셨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장 분위기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친구들을 통해 미리 면접장 분위기를 알아가면 혹시 분위기가 엄숙해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 도움이 될 듯함.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조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먼저 건네고 수다를 떠는 것을 추천함.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항공관광학과

면 접 방 법

5인 1조로 구성이 되며 강당에서 조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대기 후 면접실에 들어가서 교수님 3분 앞에서 앉
아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순서는 1->5, 5->1, 1->5로 진행되어 답변합니다. 꼬리 질문도 존재합니다. 문
제 출제는 인성 2문제 생활기록부 1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 학교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 및 답변
Q1

본인은 책을 진짜 많이 읽으셨던데 인상 깊었던 책 말씀해주실래요? (개별)
A 제가 생활기록부에서 항공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Q2

20년 뒤에 본인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까? (개별)

Q3

항공과는 아무래도 여성분이 훨씬 많고 앞으로도 여성조직들이 많은 사회에서 지내실 텐데 남학생인 본인은 왜 지원하셨
나요? (개별 : 생활기록부 X 인성 문제 X)
A 남 승무원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이 학교는 항공과에 끝판 왕이므로 모험이라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였습니다. 진짜 이 학교는 마음 놓고 면접에 임해주세요.
※ 항공서비스학과 특성상 아직은 여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 여학생들이 많이 합격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학
생분들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접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
공과는 아무래도 성적의 비율보다는 면접의 비율이 높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올 킬’이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어문계열이나 관광계열 쪽도 1~2개 정도는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수시 2차 항공과 준비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전

형

농어촌전형

지 원 학 과

항공관광학과

면 접 방 법

6명씩 조로 들어가 일렬로 서서 공수자세를 유지합니다. 차렷 인사의 구령에 맞춰 인사를 한 뒤 면접관들께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 인성질문과 생기부에서 질문을 물어보시고 답합니다. 질문이 끝나고 난 뒤 또 차렷 인
사의 구령에 맞춰 인사를 하고 일렬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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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1

항공서비스학과 지원동기
A 저는 저의 꿈인 항공 승무원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꿈과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 한
서대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배우고 배운 것을 토대로 이곳 한서대학교에서 전문적인 승무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Q2

살면서 힘들었던 점
A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힘들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사장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점에서 힘들었지만 저로 인해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3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
A 저는 카멜레온 같은 지원자입니다. 카멜레온을 그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데 저도 이처럼 그 환경에 따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항공 승무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며 동아리 장으로서 동아리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 책임감을 키워 나갔습니다. 또한 저희 동아리는 동아리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
는 이러한 경험으로 이곳 한서대학교에서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무릎을 붙이며 공수자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편안한 미소로 대기한다.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항공교통물류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지원자 5명씩 면접을 보지만 제가 속한 조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저 혼자 면접을 봤습니다. 면
접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 듣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총 3개였고, 세 분의 교수
님 중에서 두 분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Q1

지원동기를 중심으로 자기소개
A 저는 제가 관제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답
변했습니다.

Q2

1,2학년 꿈이었던 문화재보존원에서 갑자기 항공교통관제사로 바뀐 이유
A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잘 답변했습니다.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꿈을 문화재 보존
원으로 정한 뒤에도 계속해서 진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꿈이 바뀌었다고 답변했습니다.

Q3

기억에 남는 동아리
A 이 질문도 모의면접 때 받은 질문이라서 긴장하기 않고 말했습니다. 관제사로서 필수이고 기본인 영어와 관련된 영어원
서동아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어원서동아리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 동아리를 통해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이 다 끝나고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했는데 해도 되겠냐고 여쭤봤고 면접관님이 시간도 많은데
하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관제사가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말하고 나왔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에서는 떨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만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술술 나오지 않고 조금 더듬어도
끝까지 말하고 나오는 것이 면접관님들에게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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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항공산업공학과

면 접 방 법

면접관 3명 / 지원자 5명

질문 및 답변
Q1

(인성영역 예상문항 중) 대학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진학 후 선배 및 동기들과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
지 말해보세요.
A 이 학교에 배드민턴 동아리 배드신에 들어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중 하나인 배드민턴으로 선배나 동기들과 팀을 이
뤄 경기를 하며 활동하고 싶습니다.

Q2

진로가 1학년 때는 항공분야, 2학년 때는 비행기 조종사, 3학년 때는 다시 항공분야로 꾸준히 항공분야를 희망했는데, 2
학년 때는 비행기 조종사에서 3학년 때는 다시 항공분야가 됐네요. 왜 꿈의 초점이 흐려졌죠?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진로
는 무엇인가요? 앞에 학생들은 관제사, 비행기 조종사 등 이렇게 되고 싶다고 이야기 했어요. 항공관련 활동으로 무슨 활
동을 했죠?
A 저도 관제사가 꿈입니다. 동아리 활동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한 활동으로 진학박람회나 과학관 등 오르니톱터 활동을 했
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속한 타임이 13조로 끝에서 3번째 조이다보니 면접관들이 지쳐보였고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보는 횟수가 적었음. 들어가서 앉
자마자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등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인성질문 함. 각 지원자마다 답변한 시간 총 합해 한명
당 약 3분씩 말함.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항공운항학과

면 접 방 법

3:4 (면접관3 학생4) 다대다 면접.

질문 및 답변
Q1

진로가 외교관에서 조종사로 바뀌었는데 계기는 무엇인가?
A 2학년 때 교육청 주최로 참가한 이르쿠츠크 국제 청소년 포럼에 가는 비행에서 처음으로 주간 중거리 비행을 하며 비행
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 한 켠에 조종사의 꿈이 생겼고 이후 정립한 인생관에 따라 스스로
는 물론이고 타인과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였고 가지고 있는 자질 또한 부족하지 않다 여겨 조종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Q2

유독 영어 관련 수상이 돋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 영어를 좋아한다던지?
A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회에 자주 참여하였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스스로 기울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중학교 때 이미 한번 영어에 매료되어 큰 진전이 있었던 나에게 읽기위주의 학교영어교육은 큰 흥미를 주
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 즉 쓰기와 듣기를 외국 언론의 보도를 찾아듣거나 기사를 읽고 다시 영자
신문 동아리에서 나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활동들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도움이 된 것 같다.

Q3

(발표된 예상질문 출제) 자신이 생각하는 청렴에 대해 말해보세요. (가능하면 최근 법무부 장관 스캔들과 연관 지으라는
뉘앙스였음)
A 청렴이란 어떤 위치의 누구에게든 필요한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공직자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의 여러 일을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청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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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청렴이란 공직자의
존재의미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또한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요구가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나의 관점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
이라 한쪽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교수님들의 시선에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다.)

기타 유의사항
1. 면접은 서산캠퍼스에서 보는데 교통이 절망적이다. 가능하면 부모님께 태워달라고 하자.
2. 면접은 인곡관에서 본다. 인곡관 앞 공터 겸 주차장 위쪽으로 보면 길이 있고 학군단 건물이 있다. 그 옆의 건물이 공학관인데
공학관에 들어가서 1층 오른쪽을 보면 휴게실이 있다. 면접날 인적이 거의 없어서 조용히 앉아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었다.
3. 면접 전에 항공운항학과 선배들이 면접장으로 안내하는데 대기시간동안 농담도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이때 대화
도 하고 긴장도 좀 풀자.
4. 면접장은 약간 우리 학교 예---전 학생회실 (지금은 뭔지 모르겠다. 정보부실 옆에 있는 빈 교실) 같은 느낌이 났다. 분위기
는 온화한 편이었고 교수님들도 그다지 위압적(?)이지 않았다.
5. 질문을 3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답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할 말도 할 시간이 없다.
6. 생각보다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눈에 띄는 것, 큰 것 위주였다. 생활기록부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 마음은 편했다. 멘탈
이 약한 편이라면 차라리 과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
7. 친구의 질문 내용도 비슷함. 장래희망 이유, 독서가 적은 이유 등 눈에 띄는 것 위주였다.

전

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지 원 학 과

항공전자공학과

면 접 방 법

먼저
면접
진행
면접

대기실에 모인 후 면접 번호 순서대로 앉아 수험표와 신분증 검사를 하며 대기합니다.
차례가 되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한 후 앞 순서가 끝나면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방식은 3 : 5 (면접관 : 학생) 방식으로 합니다.
질문은 인성 영역에서 1문항, 생기부 비교과 영역에서 2문항이 출제됩니다.

질문 및 답변
Q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친 후 성적이 많이 떨어졌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 했고 공부법을 바꿔서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Q : 진로희망사항에 항공 엔지니어를 희망한다고 써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분야의 항공 엔지니어를 희망하는지?
→ 항공 전자 분야 중에서도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항공 엔지니어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Q : 독서 활동 상황을 보니 과학 관련 도서를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 진로 관련 도서를 언급했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으로 항공기의 꼬리 날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비중에 비해 생각보다 쉬워서 크게 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성영역 예상 질문이랑 생기부는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세요.

전

형

지 원 학 과

학생부종합(일반전형)
항공정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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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방 법

- 학생 5명 면접관 3명 다대다 구술면접
-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면접 일주일 전 인성문제 사전 제공해요.
- 면접도우미 분들께서 이름을 불러 출석 체크를 하시고 다음 면접 조라고 이름을 부르시면 대기실 앞쪽에 마
련된 자리로 옮겨 앉아서 수험표랑 본인확인을 진행하며 교복을 입고 갔을 경우 학교 마크를 가리는 스티커
를 부착하라고 나눠주세요.
- ‘인성질문 1문항, 학생부 기반 질문 2문항’ 라고 면접고사 안내사항과 수만휘 면접 후기에도 나와 있었으나
올해는 인성 1문항, 학생부 기반 1문항, 학과와 관련된 질문 1문항이 나와요.
- 질문 순서는 교수님 A,B,C와 학생 1,2,3,4,5이라면 A분께서 학생들에게 순서대로 인성질문을 하나씩 물어
보셨고, B분께서 학생 1,3,5에게 C분께서 2,4에게 나머지 2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질문함.
- 질문의 순서 : 인성질문 - 학생부 기반 질문 - 학과와 관련된 질문 (전문성,인성 융합)

질문 및 답변
Q OOO 학생 인성질문 할게요.
A 네
Q 지금 학생이 19살로 10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30년 뒤에 본인, 그러니깐 49살이겠네요. 그때의 본인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A 제가 꿈꾸는 49살의 모습은 지금 제가 원하는 항공정비사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엔
진분야의 항공정비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기 계신 훌륭한 교수진 분들과 함께 교육직을 겸임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의 항공 정비 기술보다 호주나 캐나다의 항공정비 기술이 더욱 뛰어나 실제로 해외의 함부르크에 항공 정비 산업 단
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대로라면 30대에 해외에 나가 여러 곳에서 항공 엔진 분야에 대해 심화적
으로 연구하고 이를 제가 교육직에 서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며 국내의 항공 엔진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 인성질문 20문항에서 인문학적인 질문이나 문과적인 성향을 띠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서대의 공대계열에 지원한 친구
들과 함께 답변 준비를 할 때에도 그 분야에는 많은 힘을 쏟지 않았지만 지원과에 상관없이 여쭤 보시더라구요. 그러니깐 자신이
지원한 과가 어떤 계열이든 간에 적어도 20개의 인성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준비해가셨으면 좋겠어요!
Q 결혼과 같은 본인의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A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대에 해외에 나가 비슷한 항공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분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함께 국내 항공사에서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 인성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은 다른 학생들에게 없었지만 제가 여자였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해 물어보신 거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항공 정비사와 같은 기술자 양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여자 기술자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
는 경우가 많으니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Q 생활 기록부를 보니 항공 관련 동아리를 OOO학생이 직접 개설하여 활동하였던데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무엇인가요?
A 저의 AIR FLY 항공 동아리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항공기 엔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저는 자료조사였고 항공기 엔진에 대한 자료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
에 저는 항공기 엔진 교과서라는 책을 읽으며 차근차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교과서라는 제목 때문에 딱
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다양한 그림과 그리고 항공기의 양력을 공기의 반작용의 힘으로 , 추력은 공기의 흐름을 통해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이후엔 항공
기 발달과정과 저희 동아리만의 항공기 엔진에 대한 가설들과 이를 입증하는 실험을 통해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있어 항공 정비사란?
A 제게 항공 정비사란 지금의 저로서는 이뤄야 할 가장 큰 꿈이자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두었습니다. 항공 정비사란 직업은 이러한 저의 행복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항공
정비사라는 직업을 항공 승무원이나 기장과 같은 승객들의 목숨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면에서 다르다
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며 수백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사실에서 가치 또한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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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은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인성질문 중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에 대해 제가 준비했던 답변과 연관지어 대답했
어요! 저와 함께 들어간 다른 친구들에게도 마지막 질문은 항공 정비사가 갖춰야하는 자질이나 덕목, 본인이 항공정비사에 대해
이때까지 조사한 내용, 정확히 항공정비사가 하는 일들과 같은 전문성이나 인성이 융합된 질문을 하셨어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준비해 가도 좋을 거 같아요!

기타 유의사항
- 수험표에 공지된 장소에 도착하면 항공정비학과와 항공신소재공학과가 함께 대기해요.
- 타과들에 비해 항공정비학과는 면접이 길어져서 기본적으로 1시간 넘게 대기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준비한 답변 자료 챙겨가서
보면 좋아요.
- 면접 후기들에는 휴대폰을 걷는다고 하였지만 대기실에 도착하면 휴대폰 소지는 가능하 지만 전원을 꺼야했으며 대기실 분위
기는 정말로 조용해요.
- 지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실제 조와는 다르게 앞당겨져서 면접을 봤고 지각한 학생들은 대기를 하다가 함께 면접을
봐요.
- 대기하는 동안 화장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 면접관분들께서 고개를 잘 안 들어주셨고 분위기도 엄숙했어요! 마지막 할 말을 못하게 하신 게 너무 아쉬웠고 답변을 끊진 않
으시니 굳이 질문과 관련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다 얘기하고 오길 바래요.

- 897 -

울산진학정보센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

한양대학교(에리카)
형

학생부종합2

지 원 학 과

ICT융합학부

면 접 방 법

3:1 면접 8분 30초 문답 진행, 블라인드 면접

전

질문 및 답변
Q1

오는 길 불편함은 없었나요?
A 고속도로로 와서 막히는 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Q2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A 전 축제 때 현금을 사용하였을 때, 학생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폰의
NFC 기능을 이용한 결제 앱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Q3

봉사활동을 A라는 곳에서 꾸준히 하셨는데 무슨 활동을 했나요?
A 그곳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거주하십니다. 그 분들은 치매에 걸리셨지만 외로움을 느끼시고 쓸쓸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식사를 보조하며 잠시나마 웃음을 짓게 해드리는 일을 하였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Q4

텐서플로로 입문하는 딥러닝 입문 같은 책이 있던데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책 내용 자체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없었고, 오히려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Q5

아까 말했던 카드앱에 사용된 인공지능 원리가 궁금합니다.
A 카드앱에서 정보를 보내면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구매액, 구매수를 파악해 이상결제의 징후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A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저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는 과정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4차 산
업혁명시대에 변화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판을 이곳 한양대ERICA에서 마련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학생부종합2

지 원 학 과

ICT융합학부

면 접 방 법

∙ 소프트웨어학부와 ICT융합학부 지원자 모두 대기실에 대기함.
∙ 면접관은 3명이고 입사장관 1명, 전공교수 1명, 관련교수 1명으로 구성되었음.
∙ 대기실에서 전자기기반입금지
∙ 대학교 졸업가운을 입고 면접실에 들어감.
∙ 면접실 앞에서 앞의 면접이 끝나고 5분 뒤에 들어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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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Q 대학교 둘러 봤어요? 어땠어요?
Q 지원동기?
A 창업아이디어를 본교에서 스타트업하고 싶다고 말함.
Q 창업아이디어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Q 초음파센서로 거리측정기 제작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나요? 만들게 된 동기는?
Q KBS골든벨 영상을 만들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나요?(자소서3번)
Q 자소서 3번에 FFT 내용이 있던데 교육과정에 있는거에요? 어떻게 이걸 공부하게 되었나요? FFT가 뭐예요? 활용방안이 무
엇인지?
A 예상질문이라서 준비한 대로 말함.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함.

기타 유의사항
자소서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자소서는 면접때 참고자료라면서 자소서 질문이 절반 정도 하였음.
대기실은 엄청 조용하였고 여학생들이 많았음.

전

형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지 원 학 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면 접 방 법

- 에리카에서 예비대학프로그램 진행 후, 해당 기업에 찾아가서 직접 임원진 면접이 진행됩니다.
- 예비대학가면 교수님들이 강당에서 단체 설명회 진행한 후. 해당학과 강의실로 이동해서 학과 교수님께 설명
을 듣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이랑 학과 선배님들께 질의응답시간 있습니다.
- 면접은 1차 통과후보 5명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도착순서대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 입학사정관 한 분, 기업 직원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면접 봤을 때는 팀장급이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Q 자기소개 짧게 말해볼까요?
A 준비해간 것 말씀드림.
Q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당황해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여기서 거짓말 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평소 IT기
업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근교 기업을 알아보았는데 구로디지털단지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보안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AI기기의 보안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AI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회사를 알아보던 도중, oo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Q 한양대 ERICA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학업을 먼저 배운 후, 직장에 취직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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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데, 이 학과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학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도중 아 이분야가 더욱 필요하구나 싶은
공부를 바로바로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기타결석, 조퇴가 있네요? 해당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개인사정 말씀드림.
Q 봉사시간이 많은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잇인가요?
A 1년 동안 다닌 교육봉사에 대해 말씀드렸음. 교육봉사에서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아이들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Q 학교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A 반장했던 일 이야기했음.
Q 반장일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 이 뒤에 말 붙였어야 하는데 긴장해서 저거 한마디 하고 넘어감)
Q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그 이유는?
A 앨런튜링의 일대기를 다룬 ‘이미테이션’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앨런 튜링은 화이트 해커로서 독일군의 ‘정보’
를 캐내어 연합군에 전해줌으로서 초기의 선한 정보보안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히어로처럼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고픈 정보보안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었
습니다. 이 책은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Q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A AI연구소와 해외 파견근무 물어봤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회사 부사장님이 쓴 책 읽었다고 말씀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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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학교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지 원 학 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면 접 방 법

2 : 3 면접 / 블라인드 면접 X / 순서 뽑기 함

질문 및 답변
Q1

이 학교를 지원한 이유, 학교에 들어와서 할 학업 계획, 학교를 나와서의 계획
A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는 학교를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호남대학교가 이번에 신설로 생겼다고 하여 흥미가 생김. 학업과정
을 보니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지원, 학교에 들어와서는 제가 애니메이션에는 작화와 장면 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사 과목 중에 작화와 장면 연출이 있어 그것을 중점으로 배울 것임. 학교를 졸업하고는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은 안보니 그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게 하고 싶다.

Q2

이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 한 활동
A 학교 내에서는 연극부에 들어갔다. 캐릭터의 표정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감정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연극부에 가서 한 가
지의 감정에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표현들을 나중에 집에서 그려보고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의 장면도 캡쳐 해서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Q3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나?
A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은 처음이라 조금 두렵지만 잘 적응 할 수 있을 것 같다.

Q4

웹툰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A 첫 장면과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 잡는데는 첫 장면과 제목에 따라 갈라지기 때문이다.

전

형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지 원 학 과

축구학과

면 접 방 법

면접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함.
인원은 3명씩 입장, 2명의 교수님이 면접을 진행
면접실 입장 전 봉투를 1명씩 골라서 입장, 그 봉투를 교수님들 앞에서 열어 확인 후 적혀있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 3명 모두 질문이 다름.

질문 및 답변
Q1

자기소개 30초 하세요
A 저는 축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000라고 합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축구선수를 목표로 축구를 해왔지만 제 의지와
다르게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만큼 축구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고 비록 축구선수가 아니더라도 축구를 통해 저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Q2

지금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언어 폭행, 성폭행, 행동 폭행 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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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이런 일들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도자 자격증 취득할 때 지도
자로서 인성과 폭력적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확실하게 하고 취득 이후에도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지도자로서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Q3

현대축구의 흐름과 특징을 이야기하시오.
A 요즘 현대축구의 유행은 빠른 공수 전환이랑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축구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미드필더 지역에서
의 많은 드리블과 볼 터치보다는 간결한 터치와 패싱 게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압박을 풀어 나오는 것과 한 가지 포메
이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공격과 수비 시 빠른 포메이션 전환하는 것이 현대축구의 흐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준비할 때 축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지식을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하길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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