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고사 대비 주요 Tip!
학생부면접전형, 예체능전형(경기실적우수자, 체육특기자) 면접고사 주요 안내
❚대상: 2018학년도 수시 학생부면접전형, 예체능전형(경기실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지원자 전체
❚면접일시: 2017. 10. 14.(토)

[오전 조] 9:30 ( 9:20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오후 조] 14:00 (13:50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 면접고사 조편성은 2017. 10. 10.(화) 홈페이지 공지 예정
❚면접고사 장소: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만 진행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대명동캠퍼스(대구)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지참물: 우리대학 수험표, 신분증 필히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임시주민등록증 등 가능

타대학과 전형(각종 고사)이 겹치면???

(이외 시간 조정 불가함)

[오전 조] 시간과 겹칠 경우 → [오후 조]에 면접 응시 가능 (단, 13:50까지 입실 완료)
[오후 조] 시간과 겹칠 경우 → [오전 조]에 면접 응시 가능 (단,

9:20까지 입실 완료)

⋇ 입실 시간 이후 입실 불가하며, 대기실 입실 후 진행위원에게 타대학 수험표를 보여주고
별도 조치 받아야 합니다. (별도 불이익 없음)
❚수험생 지참물: 타대학 수험표, 우리대학 수험표, 신분증 필히 지참

면접고사 준비는 어떻게???
❚“모의면접 영상”을 보고, 고사장 분위기를 익히자.
-면접고사 진행 방법과 고사장 분위기를 익히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당황하면 아는 문제도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침착하자.
◦모의면접 영상 확인: 입학안내 홈페이지 [입학도우미] - [신입학전형안내 동영상]
❚“면접고사 기출문제”를 활용하자.
-면접고사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연습하는 만큼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느니, 면접고사일까지 노력하자.
◦기출문제 확인: 입학안내 홈페이지 [입학도우미] - [맞춤식 대입자료실]
※ 단, 이전에 나왔던 문제(기출문제)는 올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면접고사 진행 방법
❚면접 진행: 면접관 3명이 지원자 3명씩 면접 진행 (질의·응답)
❚소요시간: 총 10~15분 이내
❚면접 질문(총 3문제) - 사전 공지가 없으며, 고사장 내에서만 확인 가능
1.
2.
3.
4.

성취동기 및 목적의식 -1문제
공통인지 -1문제
계열인지(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공학계열, 예체능, 사범계열) -1문제
태도 및 정서적 안정성 -질문하지 않으나 점수에 반영됨

※ 고사장 내의 지원자 책상 위에 면접질문지(3문제)가 부착되어 있으며, 확인 후 답변 진행
❚면접 답변 순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지원자A ⟶ 지원자B ⟶ 지원자C
지원자B ⟶ 지원자C ⟶ 지원자A
지원자C ⟶ 지원자A ⟶ 지원자B

순으로 답변
순으로 답변
순으로 답변

❚고사장 내 배치도 (예시)

❚면접고사 진행 순서

❚면접시 복장: 별도 규정 없습니다. (단정한 차림-교복, 사복 모두 가능)
※ 지나친 화장을 한 모습보다 학생다운 모습으로 면접 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