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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 이럴 땐, 공동체 의식이 꼭 필요하다. ” 고 느낀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며, 그 이유는?
2.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에 대해 악플을 달아 본 경험이 있는가?
3. 자신은 타인에 대해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4.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5. 가장 최근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던 이유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본인이 했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시오.
6. 혼자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그 이유는?
7. 앞으로 30년 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에서 누구와
살고 싶은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오.
8. ‘인과 응보’ 혹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9. 다음 생이 있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어떤 인물로 태어나고
싶은지 혹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1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공부, 취미, 사람 등 무엇이든)에 깊이 몰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
던 적이 있었는가?
11. 어떤 일을 할 때 도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편인가 아니면 끝까지 헤쳐 나가는 편인가?
가능하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예로 들어서 말해보시오.
12. 학교에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13. 나에게 100만원 상금이 생겼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14. 현행 교육제도에서 가장 좋은 점과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5. 우리 나라 입시제도에서 제일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16.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7. 합격 결정 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18. 친한 친구와 삼각관계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9. 대학 졸업 후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가 서로 달라 갈등을 겪게 된다면, 어
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오.
20.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