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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2.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3. 앞으로 30년 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4. 지금 면접장에서 나가서 가장 먼저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5. 본인이 추구하는 미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세요.

6. 자신은 타인에 대해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7.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8.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때 지켜야 될 에티켓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9.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10.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해보세요. 

11. 사람을 평가할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세요.

12.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13.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14.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15.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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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원동기

- ○○학과(전공)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졸업 후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 ○○학과(전공)에 지원동기를 본인의 관심사, 향후 진로 등과 연계해서 설명해보세요.

- ○○학과(전공)에 지원동기를 자신의 적성과 연계해서 설명해보세요.

- ○○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세요.

- ○○학(전공)을 전공하려고 결심하고 지원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 ○○학과(전공)에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한 학교생활은 무엇인가?

- 고교 재학시절 ○○학과(전공)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한 점 2가지를 설명해보세요.

- 본인의 어떤 부분이 본인이 선택한 ○○학과(전공)와 맞다고 생각하는가?

r 졸업 후 진로

- ○○학과(전공)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학과(전공) 졸업 후의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입학 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 ○○학과(전공)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 장래 목표는 무엇이며, 대학 진학 후 구체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r 동아리활동 영역

-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은?

- 동아리 활동이 지원학과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가?

r 봉사활동 영역

- 개인이 아닌 단체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봉사활동이 본인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r 독서활동상황

-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

- 읽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이 ○○학과(전공)를 지원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 독서가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은 무엇이고, 그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 독서를 통해서 본인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r 체험(진로)활동 영역

- 체험(진로)활동 중 지원학과와 연관된 활동이 있다면?

- 체험(진로)활동 중에서 ○○학과(전공)와 관련된 활동은 어떤 것인가?

- 체험(진로)활동 중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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